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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합 요 약
구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시장 현황

∙인구 4,415만 명으로 세 국가 
중 가장 시장규모 크며, 진출 
가능성 높음

∙한국 제품이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인식, 한국기업 
과의 합작법인 설립 희망 등 
수요 있음. 그러나 한국제품을 
접할 수 있는 유통 경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음

∙EU의 인증 제도, 디지털 스탠 
더드에 맞추고자 하는 의지가 
높음

∙총 인구 1,013만명 (2020년 
통계청), 면적866만ha로 시장 
규모 크지 않음

∙ 대통령제(임기 7년)으로 
정치적 안정세 유지

∙ 2016년 –3.8% 경기침체에서 
회복하여 2020년 3.5%로 
경제성장률 회복 예상

∙석유와 가스 부문이 외국인 
투자의 중점 분야이나, 비석유 
부문인 농업, 교통, 관광, 정보 
및 통신 기술 분야 등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희망

∙인구 9백5십만 명으로 시장 
규모 크지 않음

∙정치/외교적 혼란으로 중장기 
관점 진출 고려 

∙자국 기업 보호정책 많아 외국 
기업 단독진출 어려운 편, 합작 
법인을 통한 진출 필요 

해결우선 
과제

∙한국제품의 낮은 인지도 개선 
필요

∙한국제품의 우수성 및 차별성 
홍보 필요

∙ 해외국가별로 의약품 수입 
가격을 통제하고 있음

∙총 3개 그룹중 한국은 가장 
낮은 가격그룹으로 배정되어 
이의 개선 필요

∙ ‘특정국가’포함을 위한 외교적 
협력 필요

∙공공기관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 수요 有, 국내 기업 
연계

진출 우선 
국가 순위

1 2 3

우선 진출 
분야

∙의료기기 → 의료서비스 →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 의료서비스 → 
디지털헬스케어

∙디지털헬스케어 → 의료기기 
→ 제약·의약품

분야별 특성

제약·
의약품

∙(시장특성) 의약품 수입규모는 
‘18년 약 20.3억불로 대부분 
유럽, 러시아 수입은 감소 추세

∙(경쟁현황) 이스라엘 (Teva), 
프랑스(Sanofi), 독일, 슬로 
베니아, 일본, 영국 등이 선점 중

∙(수출유망제품) 성장호르몬, 
소염진통제, 당뇨병치료제 등

∙ (기진출기업) 대웅제약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진출을 
위해 노력하여 성장호르몬 

∙ (시장특성) 의약품 시장의 
98%를 해외수입, 연간 2억 
달러.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인지도 높음

∙(경쟁현황) 터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 제품이 
선점중. 저가시장 :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헝가리, 중국 등.�고가시장 
: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고착화되는 경향

∙(시장특성) 전문의약품 수입 
(90%) 수요 높음. 긴급 입찰 
등 정부 조달 참여를 통한 진출 
확대  

∙ (경쟁현황) 독일 등 유럽산 
선호도 매우 높으나 한국산 
선호도 상승 중

∙(수출유망제품) 백신, 항암제 
등

∙(기진출기업) 금청약품, 일양 
약품(예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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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케어트로핀’과 보톨리늄 톡진 
제제 ‘나보타’등 수출 성사

∙(수출유망제품) 가격통제 심해 
짐에 따라 가격경재력 확보 제품

∙(기진출기업) 국내 기업 진출 
사례 없음

의료기기

∙ (시장특성) 중앙 및 동유럽 
지역에서 12번째로 큰 시장. 
연평균 증가율 5.9%, 약 
90%는 수입에 의존

∙(경쟁현황) 중국, 독일, 미국, 
이탈리아

∙(수출유망제품) 세동제거기, 
원실분리기, 초음파 영상기기, 
COVID19 관련 방역물품 등

∙(기진출기업) 대명옵티컬, 씨유 
메디칼, 한일과학산업, 포인트 
닉스, 디기메드 등

∙(시장특성) 전통적으로 브랜드 
인지도, 품질 평판 등에서 미국 
의료기술과 자원을 선호하는 
경향. K-방역에 따른 한국 
브랜드 이미지 제고

∙(경쟁현황) 터키, 헝가리, 파키 
스탄, 러시아, 인도와 중국 등 
저가제품의 진출 확대

∙(수출유망제품) 국내 기업의 
진출 관심 제고의 어려움 존재

∙ (기진출기업) 없음

∙ (시장특성) 의료기기 시장 
확대 예상. 80%이상 수입에 
의존, 치과기기는 거의 100% 
수입에 의존 

∙(경쟁현황) 한국 임플란트 시장 
점유율 1위, 치과기기 중심 
수출 확대

∙ (수출유망제품)치과기기, 
인공호흡기 등

∙ (기진출기업) 메가젠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특성) 전체 의료시장의 
1%에 불과, 정부의 의료시스템 
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다양한 
정책 시행 중

∙(경쟁현황) 관련 기업들의 진출 
초기

∙(수출유망제품) 원격 진료 관련 
품목, HIS, EMR, 의학전자 
기록기 등

∙ (기진출기업) 없음

∙ (시장특성) 시장형성 미흡,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정책 실행 가속화

∙(경쟁현황) 관련 기업들의 진출 
초기

∙ (수출유망제품) 건강진단 
모바일 앱 프로그램 등

∙ (기진출기업) 없음

∙ (시장특성) 시장형성 미흡,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정책 집중 및 확대

∙ (경쟁현황) 한국 제품 협력 
수요 높음

∙ (수출유망제품)빅데이터, 
그래픽이미지, 원격의료 등

∙ (기진출기업) 없음

의료
서비스

∙(시장특성) 국립의료서비스가 
85% 차지, 민간병원의 40%가 
수도 키예프에 있으며, 전체 
국민의 약 20%가량만 민간 
병원 이용 중

∙(경쟁현황) 외국과 합작병원 
증가 추세(독일 등)

∙(수출유망제품) 줄기세포 치료 
서비스, 디지털헬스케어 의료 
서비스 등

∙ (기진출기업) 없음

∙(시장특성) 유명병원과 민간 
클리닉의90%가 수도 바쿠에 
집중. 공공병원, 소아과, 성인 
클리닉 대부분이 국영이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

∙(경쟁현황) 민간 병원의 설립이 
확대되고 있음. 한국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높음 

∙(수출유망제품) 선진 병원 운영 
시스템 및 운영  컨설팅 등

∙(기진출기업) 일부 시험진출. 
상용규모의 진출 사례 없음

∙(시장특성) 국영 병원이 90% 
이상. 민간병원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외국의 대형병원 
진출은 어려움

∙ (경쟁현황) 벨라루스 자체 
의료기술 높은 편임. 러시아 
및 주변 국가와 긴밀한 협력 

∙ (수출유망제품)의료관광, 
선진 제도, 운영컨설팅 등

∙ (기진출기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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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구분 우크
라이나

아제르
바이잔 벨라루스 대한민국 OECD

1 총 GDP
(Billions USD, '19) 153.7 48.0 63.0 1655.6 N/A

2 1인당 GDP
(Thousands USD per capita, '19) 3.5 4.6 6.6 32.0 N/A

3 총인구수
(백만명,`19) 43.9 10 9.5 51.4 1300.8

4 65세 이상 인구비중
(%,`19) 16.7 6.4 15.2 14.0

('17) N/A

5 GDP 대비 의료비 지출
(%,`17) 7 6.65 5.93 7('16) 8.9

('16)

6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
($,`17, ppp) 177.4 275.8 342.5 2712('16) 3936

('16)

7 전체 보건의료비 중 정부부문 지출 
GGHE-D as % CHE(%,`17) 7.42 2.81 10.62 59('16) N/A

8 기대수명
(세, 남녀,`16) 72.5세 73.08 74.16 82 80

9 모성사망률
(10만명,`17) 19 26 2 11('15) N/A

10 영아사망률
(1000명,`18) 7.39 19.26 2.57 3('15) 6

11 병상수
(1000명,`14) 7.4 4.8 10.8 10.3('09) 3.8('11)

12 의사수
(1000명,`14/`14/`15/`16/`13) 2.9 3.4 5.1 2.30 2.90

13 간호사‧조산사수
(1000명,`14/`14/`15/`16/`13) 6.6 6.4 11 6.9 7.9

※ 신북방 서부권 3개국 보건의료 주요 지표 비교

* 출처: (우크라이나/아제르바이잔/벨라루스) 1-2(IMF), 3-13(WHO)
(대한민국/OECD) 1-2(IMF), 3-4(WB), 5-7(WHO), 8-13(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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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 본 연구는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과 신북방지역 국가의 보건의료수요 증가 및 

보건의료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신규 시장으로 파악되고 있는 신북방 서부권 
3개국(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에 대하여 보건의료 분야별 시장조사·분석 
및 진출전략 마련을 위하여 추진되었음

[그림 1-1] 연구배경 개요

1) 신북방정책의 추진
• 신북방정책의 5대 추진 방향 중 유라시아 서부권역에 차별화된 전략은 ‘역내의 기초 

기술 및 우리나라 응용기술을 결합한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신성장 모델 창출’이 
핵심 내용이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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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정부의 신북방정책 핵심내용

2) 한국 의료제도, 산업과의 협력 수요 증대
• 우크라이나의 보건의료제도 개혁 추진 노력, 한국 의료제도 및 산업과의 협력 수요 

증대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교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20년 국가전략

∙ 2016년 WHO와 미국 USAID의 지원하에 독립 이후 최초의 의료개혁 실시 중
∙ 62가지 개혁 및 프로그램을 확정, 그 중 우선 개혁 분야에 헬스케어 시스템 개혁 

포함
∙ 2020년부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 추진

- 2018.1.1. 의료개혁법 제정 및 발효
∙ 국공립병원 유지와 운영에 주로 사용되던 정부 예산을 환자 치료 서비스 개선에 

사용
∙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정부의 무상진료 제공
∙ 의학교육과 시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
∙ 의료기록 확보 및 효과적인 진료 서비스를 위한 IT솔루션 도입
∙ 전자도달 도입을 통해 의료산업 공개입찰에 외국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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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크라이나의 보건의료시장 성장 및 제도 변경 등 시장 환경 대응 필요성
• 우크라이나의 보건산업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제도가 변경 

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
- 의료기기 시장 호황기 전망

∙ 의료기기 대부분 소련시절 이용하던 것으로 상당히 낙후
∙ 시장규모는 전체 GDP의 0.5% 비중으로 크지 않음. 향후 성장을 위한 여러 요인 

보유
∙ 고령화, 도시화 진전에 따른 의료설비 수요 증가, 심혈관, 암, 신진대사 검사 

의료장비 크게 부족
∙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은 18~23년까지 호황 전망 → 연평균 성장률은 약7.1% 

전망
∙ 경제 회복세, 거대한 인구(약 4,400만명), 기대 수명 증가, 동부 내전으로 파괴된 

의료시설 재건, 의료시스템 개혁, 의료시설 현대화 등의 요인으로 수요 증가 예측
• 이상으로 본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종합하면, 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하고, 또한 우크라이나 현지 수요 
및 의료 환경의 차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특화된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제2절 연구 내용

• 주요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시장 현황 및 전망 분석

∙ 보건의료 분야별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유망 수출 
품목 등

∙ 우크라이나 보건산업 정책 동향, 인허가 등 규제 현황, 공공조달 시장 분석 등
∙ 민간시장 및 공공분야 협력 수요 발굴

- 국내 및 외국 의료 현지 진출 사례 분석
∙ 분야별 주요 진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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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기업 설문 및 인터뷰 결과 분석
- 한국 보건의료 진출 전략 제시

∙ 진출 목표, 비전 및 실행방안 제시
∙ 한국 의료 해외진출 확대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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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크라이나 시장 현황 및 전망 

제1절 정치·경제·사회 등 일반 개황
요약

[일반 현황]
 - 총 인구 4,415만명(‘20년 통계청)
 - 면적 6,035만ha, 세계 43위
[정치 현황]
 - 우크라이나는 ‘14년 초 유로마이단 운동(친서방주의 반정부 시민운동)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 (親러 정권 붕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동부 Donbas지역 내전)에 따른 정부군-반군간 
내전상황이 ‘20년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이 분리된 의회민주주의 국가
[경제 현황]
 - WB 등은 ‘20년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해 3%대의 성장률 달성 및 ‘19년 대비 소폭 상승 

전망 (World Bank(3.4%), JP Morgan(3.8%) 하였으나 COVID19 이후 -9.9% 예상됨

1. 국가 일반사항  
•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위치한 유라시아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러시아와 동쪽 

국경,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몰도바, 루마니아와 서쪽 국경, 벨라루스와 북쪽 
국경 등 총 7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흑해와 아조프 
해에 맞닿아 있음. 유럽주요도시 대부분 항공편으로 3시간 내외 연결 가능. 

• 1917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출발했음. 구소련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 
중 인구와 경제적 중요성 면에서 러시아 다음 가는 비중을 차지했음. 인구는 44백만으로 
동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유럽에서 7번째로 많은 인구.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2번째로 넓은 영토 및 7번째로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 높은 
시장임.

• 우리나라와는 1992년 2월 10일 외교관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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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우크라이나 일반 사항

자료 : 국가-지역정보, KOTRA, 2020

2. 정치적 현황  
우크라이나 정치 동향

• 우크라이나는 2014년 초 유로마이단 운동1)(친서방주의 반정부 시민운동)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親러 정권 붕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동부 Donbas지역 내전)에 
따른 정부군-반군 간 내전상황이 2020년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1) 유로마이단(우크라이나어: Євромайдан 예우로마이단[*])운동은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연합의 
통합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요구로 시작된 대규모 시민 시위로서 이후 2014년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내었고, 돈바스 전쟁으로 확대됨.

구분 내용
국명 우크라이나(Ukraine)
면적 576,604㎢ (크림 자치 공화국 제외)
기후 대륙성
수도 키예프(키예프 시, 293만 명) (2018년 4월 기준)
인구 4,415만 명(크림 자치 공화국 제외) (2020년 예상)

주요 지역 키예프 주(469 만 명, 키예프 시: 293만 명 포함), 드니프로 주(322만 명), 하르키우 
주(268만 명), 오데사 주(238만 명), 르비우 주(252만 명) (2018년 4월 기준)

민족 우크라이나인(77.8%), 러시아인(17.3%), 기타 소수민족(4.9%)
언어 우크라이나어(공용어), 러시아어(상용어)
종교 우크라이나정교, 러시아정교, 우니아트교, 가톨릭교

독립일 1991년 8월 24일 (구소련으로부터 분리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혼합형태
국가원수
(실권자)

대통령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2019.5.20.~ 현재, 임기 5년) 
총리 : 쉬미갈 데니스 (Shmygal Denis) (2020.3.4. ~ 현재)
단원제(450석, 현재 423)

우크라이나 
지도 및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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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동부2개州(도네츠크州, 루간스크州)간 민스크휴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정부군-반군은 군사분계선 주변에 탱크, 야포를 배치한 가운데 특히 야간에 
박격포와 기관총을 사격하며 간헐적 공방전 전개

- 동 공방전으로 사상자가 계속 발생, 지금까지 동 내전으로 양측 군인/민간인 사망자 1.1만- 
1.3만명(2014년 6천여명, 2015년 3천여명, 2016년 1천여명, 2017년 230여명, 2018년 
170여명, 2019년 130여명 등), 부상자 약 3만명, 이재민 200만명 등

- 반군점령지역(도네츠크州/루간스크州의 40-45%, 주민 320만명)에서 2018.11.11 반군세력 
주도하에 각각의 행정수반 및 의회의원 선출을 위한 자체 선거 실시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들은, 위 선거가 국제법과 우크라이나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선거로서, 그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 2015.2.15. 제2차 민스크 협정(휴전합의)으로 △반군 점거지역 내 선거는 중화기 철수 후에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라 실시, △선거직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한 해당지역 완전 통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기준에 따라 OSCE 및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의 감시 
하에 선거 실시 등을 규정

• 두 차례의 민스크휴전협정(2014.9, 2015.2)에 대한 우크라이나-러시아간 현저한 
인식차이로 인해 동 휴전협정이 온전히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 영향권 
아래 있는 Donbas 지역 국경에서 러軍이 철수하지 않는 한 서방의 對러 제재는 
계속되고, 러측도 동 지역 개입의 직접적 목적인 對우크라이나 국경 통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전망

우크라이나 정치 체제
• 우크라이나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된 의회민주주의 국가
• (입법부) 우크라이나 의회는 단원제 최고회의(Verkhovna Rada)로 총 의원수 450명 

중 225명은 5% 봉쇄 조항의 전국단위 구속명부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나머지 225명은 지역구별 소선거구제 투표로 직접 선출. 의원 임기는 5년. 의회는 총리 
선출, 법안 발의, 국제 협정 비준, 예산안 승인 등 권한
-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연립정부가 없다는 이유로 제8대 최고회의 해산과 

동시에 기존 내각 총사퇴를 요청하였고, 이를 우크라이나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 
이후 대통령이 조기총선에 대한 대통령령에 서명함에 따라 2019년 10월 예정이던 
총선은 7월 21일에 치러짐. 투표 결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민의 공복’ 정당이 
254석으로 단독 과반석 확보하여 제1당이 됨. 그 다음은 ‘인생을 위한 야권연단’당 
43석, ‘전우크라이나 연합조국’당 26석, 페트로 포로센코가 대표를 맡고 있는 
‘유럽연대’당이 25석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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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우크라이나 의회 (Verkhovn Rada)

기관 로고
의장 Dmitry Razumkov 

홈페이지 https://rada.gov.ua/

• (사법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이 제소하는 헌법관련 사항 심의 결정, 대통령 

탄핵 여부 최종 결정권. 판사 18명 (대통령, 의회, 법관회의 각 1/3씩 임명), 임기 
9년 (연임 불가)

- 대법원(Supreme Court)은 일반법원 최고심 법원으로 48명의 판사로 구성 (2016 
사법개혁 이후 대폭 증원). 대통령, 국회, 판사협회, 변호사 협회, 고등 법률대학 및 
기관 등이 각각 3명, 검찰협회가 2명 임명 

- 고등법원(Regional Court)은 일반 고등법원은 24개주, 크림 자치공화국, 키예프市, 
세바스토폴市 등 지역별 설치. 특별고등법원은 특별법원의 최고심 법원(반부패 
고등법원, 지식재산권 고등법원 등)

-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행정구역별로 전국에 총 74개 법원 설치.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상사중재원(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설치

• (행정부)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친서방주의 정책 지속 추진,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 여부에 관심.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가 혼합된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국가원수(헌법수호자)로서 국민직접선거를 통해 

뽑히며 임기는 5년 중임제로 1번의 중임이 가능하고 최대 임기는 10년임
∙ 2019년 4월 방송인 출신 정치 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73%의 압도적 

득표율로 페트로 포로셴코 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
∙ 우크라이나 전역에 만연한 부정부패, 기성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와 

불신이 젤렌스키 대통령 당선의 주요 요인으로 부각
∙ 경기침체 장기화, EU 가입 기준 미달 등 기존 정치권에서 내세웠던 공약들이 

무산되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환멸감을 느끼고 TV 드라마에서 정의로운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젤렌스키에 기대

- (내각) 정부각료회의(내각)는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국회에 책임을 짐. 외교장관/국방 
장관/국가안보국장/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짐. 총리가 행정수반으로서, 각 
부처 장관(후보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 단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국장/검찰 
총장(후보자) 명단은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 내각은 16개 부처 및 총리/각료 구성 
(2020.3.4.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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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정부각료회의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기관 로고

설립년도 1991년 8월 24일
국무총리 Denis Shmihal
홈페이지 https://www.kmu.gov.ua/en

대표 연락처 tel: 38 (044) 256-63-33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 행정구역은 24개 주, 1개 자치 공화국, 주와 동일 지위를 
갖는 2개 특별시로 구성

3. 경제적 현황
주요 경제지표 

• 2019년 IMF 등 국제기구들은 2020년의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율을 3%대로 예상하고 
2019년 대비 소폭 상승을 전망2) 하였으나 2020년 4월 IMF는 2020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7.7%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후 –9/9%로 예상함
-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및 동부 내전 등으로 크게 악화된 경제상황은 

2016년부터 지속적인 회복 추세를 보였음. 우크라이나 주요 경제지표와 대내외 
2019년 작성된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2020년은 2019년과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었음. IMF(3.0%), World Bank(3.4%), JP Morgan(3.8%) 
등으로 예상함. 그러나 2020년 전세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IMF에서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9.9%로 하락 예상함

2) KOTRA 끼예프무역관에서 2019년 3분기 작성한 내용으로 코로나19이후 실제 경제성장률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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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우크라이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 백만 명 45.15 45.00 44.83 44.62 44.38 44.15
명목 GDP 십억 달러 91.0 93.4 112.2 131.0 154.0 140

1인당 명목GDP 달러 2,015.5 2,075.5 2,502.7 2,935.9 3.470.0 3,171.0
실질성장률 % -9.8 2.2  2.5 3.4 3.2 -9.9

실업률 % 9.5 9.7 9.9 9.0 8.7 8.6
소비자물가상승률 % 48.7 13.9 45.6 11.6 8.6 2.5

재정수지(GDP대비) % -2.3 -2.9 -4.9 -5.8 -5.0
총 수출 십억 달러 38.1 36.4 43.4 47.4 45

(對韓 수출) 〃 0.66 0.47 0.53 0.38 0.23
총 수입 〃 37.5 39.2 49.4 55.8 61.1

(對韓 수입) 〃 0.19 0.22 0.26 0.34 0.23
무역수지 백만 달러 -3.5 -6.9 -9.4  -11.8 -12.9
경상수지 〃 1.6 -1.3 -2.4 -3.1 -3.2

환율(연평균) UAH/US$ 21.9 25.5 26.6 26.5 26.8
해외직접투자 십억 달러 6.5 6.3 6.3 6.3  -

외국인직접투자 십억 달러 3.8 3.2 3.1 3.1 2.1
주 : ~‘19년은 추정치, ‘20년은 COVID19 펜데믹 현상 이후의 전망치임
자료 : World Bank(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0), 우크라이나 통계청,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IHS, Trading Economics

우크라이나 경제 특징
• IMF 체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안 요소 상존

- 돈바스 전쟁 이후 IMF는 확대신용공여(EEF) 제도를 통해 2015년부터 4년간 총 
175억 달러 차관 지원을 승인하고, 총 4차례에 걸쳐 87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하였으나, 2017년 4월 이후 IMF 측에서 추가 금융 지원 중단

- 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5차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민간용 가스 가격 인상, 
반부패 개혁시행(반부패 법원 설치), 우크라이나 재무국 구조조정, 2019년도 균형 
재정 예산 확정을 요구.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개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추가 구제금융 지원 중단

-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정적자 상태 해결을 위해 국고채 발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IMF 
측과 협상 지속 추진하여, 2018년 10월 대기성 차관(SBA) 39억 달러 추가 지원 
합의

- 2019년 2분기 기준, 우크라이나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 14.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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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우크라이나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교역 140,275 108,294 75,636 75,551 92,765 104,209
수 출 63,312 53,913 38,134 36,372 43,300 47,372
수 입 76,963 54,381 37,502 39,179 49,465 56,837
수 지 ▴13,651 ▴468 ▴632 ▴2,807 ▴6,165 ▾9,465

자료 : 2020년, Kotra 자료 20-085, 2020국별 진출전략,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경제 전망
• 우크라이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느리게 회복 중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는 2014년 2월 고정 환율제에서 변동 환율제로 
변경. 2014년, 미 1달러 당 8그리브냐에서 2019년 1달러 당 25그리브냐로 3배 이상 
폭락

- 일부 전문가들은 2020년 우크라이나 환율 전망도 밝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어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우크라이나는 의료 개혁에 따라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의 경우 자국 의료기기 제조 수준이 미약해 의료기기 수요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약 90%가 수입산으로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기기 역시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7대 수입국에 속함

• 우크라이나의 2020년 국제신용평가등급에 대해서는 평가사별로 B Positive, B stable, 
Caa1 Positive 등 예상

<표 2-4> 우크라이나 국제신용평가사별 평가등급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2020
Fitch B-Negative CCC CCC B-Stable B-Stable B- Stable B Positive
S&P BBB-Stable CCC-Negative BBB-Stable BBB-Stable BBB-Stable BBB Stable B Stable

Moody's Caa1Negative Caa3Negative Caa3Stable Caa3Stable Caa2Positive Caa1Stable Caa1 Positive
자료 : www.mood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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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규제 현황
주요 보건의료 지표

<표 2-5> 주요 보건의료 지표 (2018년)
구분 우크라이나 한국 OECD 평균

건강수준
기대수명(년) 72.5 82.7 80.7

출생률(1,000명당) 1.3 1.1 -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당) 7.5 2.7 2.8

보건의료자원 의사 수(1,000명당) 4.4(2017년) 3.3 3.5
병상 수 (1,000명당) 7.3 12.4 4.5

보건의료비용
GDP 중 보건의료비 지출(%) 6.9(2017년) 7.6 8.8

1인당 보건의료 지출
(USD PPP) $177(2017년) $3,192 $3,994

자료 : OECD Health Data 2018, World Bank, CIA World Fact Book, WHO Data

우크라이나 의료개혁법
•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2018년 의료개혁법 제정·발효

- 이 법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유지와 운영에 주로 사용되던 정부 예산을 환자 치료 
서비스 개선에 사용되도록 조정하고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 간병, 응급치료, 제2형 
당뇨병 및 기관지질환, 심혈관계 질환, 출산, 희귀질환, 종양질환 등에 대한 정부의 
무상진료를 제공

- △IT 솔루션 도입을 통해 정부가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조달 도입을 통해 의료산업 공개입찰에 외국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 추진

-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 △고령 인구 확대와 이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증가 △주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큰 시장과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과 △정부의 개혁 추진에 따른 산업 활성화 기대 △의료기기 대부분이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기회가 있음

- 반면 △낮은 1인당 의료서비스 소비 △취약한 법 제도 및 부패·행정주의 △러시아 
와의 지정학적 충돌로 인한 불안정 등이 약점으로 지적

- 코트라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 전망"이라며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세, 현지화폐 강세, 
거대한 인구와 고령화, 동부 내전으로 파괴된 의료시설 재건 등 여러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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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2020 전략
• 2014년 우크라이나는 2020년 EU 가입을 목표로 한“우크라이나 2020 전략” 발표
• 2019년 2월 7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명문화한 개헌안 승인 (찬성 334표, 반대 35표)
• 로드맵에 따르면 8개 개혁분야 중 의료산업과 관련하여 헬스케어시스템개혁이 있으며, 

25가지 KPI 중에서는 기대수명 74세 달성, 국가복지향상 등이 의료산업의 KPI로 
나타남

<표 2-6> 우크라이나 2020 전략 개요
목표 ① EU 표준 구현

② 세계 속 살기 좋은 나라 ‘우크라이나’

핵심
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② 국가･기업･국민의 안전(Security of the Country, Business and People)
③ 책임 및 사회 정의(Responsibility&Social Justice)
④ 유럽 및 세계 속 우크라이나의 긍지(Pride for Ukraine in Europe&the World)

로드맵

￮ 핵심 가치별로 Roadmap 상정, 총 62가지 개혁과제 및 정부 프로그램으로 구성
- 우선 추진 과제로 8개 분야 개혁 및 2개 정부 프로그램 실행 확정

8개 개혁 
분야

① 반부패 개혁 및 정화 (Anti-Corruption Reform&Lustration)
② 사법 개혁 (Judical Reform)
③ 지방분권화 및 국가 거버넌스 개혁 (De-Centralization & State Governance Reform)
④ 규제 완화 및 기업가 정신 개발 (Deregulation&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⑤ 법 집행 시스템 개혁 (Reform of Law enforcement system)
⑥ 국가 안보 및 국방 시스템 개혁(Reform of the National security & Defense system)
⑦ 헬스케어 시스템 개혁 (Healthcare system Reform)
⑧ 조세 개혁 (Tax Reform)

2개 정부 
프로그램

① 에너지 독립성 프로그램 (Energy Independence Program)
② 우크라이나에 대한 글로벌 프로모션 (Global Promotion of Urkaine)

25가지 
KPI

자료 : Kotra 자료 20-085, 2020국별 진출전략, 우크라이나, KOTR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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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 우크라이나는 2019년 1월 기준 총 46개 국가와 양자 FTA를 체결함. 과거 구소련 

또는 동유럽 국가 위주로 FTA를 체결해왔으나, 2014년 이후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EU, 캐나다와도 FTA를 체결하고 이스라엘, 터키 등과도 FTA 체결 교섭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對서방 FTA 체결 확대, 미국과의 
경제‧군사적 협력 강화 등은 우크라이나의 對서방 경제 편입 가속화 및 안정적 국가 
신용도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 

• 우크라이나가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많아져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크라이나에서 △투자환경 
개선, △비즈니스 위험성 감소, △국내외 투자자 유치, △경제 확실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 동반 예상

• 그러나 EU 등 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인해 향후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동 선진국 제품보다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어, 해당 FTA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수입 관세 인하‧철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확인하면서 대응 
필요

• EU(28개국)와의 포괄적자유무역협정(DCFTA): 2017.9.1. 발효
- 2017년 對EU 교역량(약 175억 불, 2016년 대비 30% 증가)이 對러시아 교역량(약 

111억불)을 초과
- 상품무역 시 해당 품목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자국 수입관세의 99.1%, EU는 98.1%를 각각 

철폐하도록 규정
- WTO가 규정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토대로 양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동일한 대우 적용키로 합의
- 우크라이나는 EU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부조달 개혁 로드맵을 구축해 추진중이며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향후 동 정부조달 시장 개편 이후 상호 개방키로 합의
• 캐나다와의 FTA: 2017.8.1. 발효

- 상품무역 시 해당 품목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자국 수입관세의 98%, 캐나다는 72%를 각각 
철폐하도록 규정

- WTO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을 토대로 양 
당사국간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달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국영기업(공항, 철도, 우편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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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7개국)와의 FTA: 2012.9.20. 발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2016.1 이후 러시아와의 FTA 관계 중단

• EFTA(4개국)와의 FTA: 2012.6.1. 발효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 이스라엘과의 FTA: 2019.1.21. 서명

- 우크라이나는 자국 수입관세의 80%, 이스라엘은 70%를 각각 철폐 예정
• FTA 체결 교섭중인 국가(2019.1): 터키, 세르비아   
• 우크라이나는 WTO 회원국으로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하에 미국, 일본 시장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고 있음

외국의 우크라이나 투자진출 동향
• 대(對)우크라이나 주요 투자국은 키프로스,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등이 있음

- 주로 본국에서 조세 피난처로 빠져나간 자금이 소위 ‘라운드 트리핑(Round- 
Tripping)’ 과정을 통해 주로 우크라이나 금융･보험 산업으로 재투자

• 2018년 우크라이나 산업 분야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비중
- 금융･보험(26.42%), 제조(20.06%), 도소매(13.61%), 부동산(10.03%), ICT(5.53%), 

광업(4.06%) 등
• (EU) 대(對)러시아 견제 수단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각종 자금 지원
- 유로 기금 지원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및 유럽투자은행(EIB), NIF(Neighbourhood 

Investment Facility)를 통한 각종 프로젝트 지원
- EBRD의 대(對)우크라이나 누적 투자액은 총 136억 달러로 432개 프로젝트 추진

•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 보유하고 있는 기존 비즈니스 유지 및 축소
-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FDI는 감소 추세(2014년 35억 달러 ⇒ 2018년 10억 

달러로 감소)
• (일본) 우크라이나를 원조 대상 국가로 인식, 각종 지원책 제공

- 2018년 FDI는 1.4억 달러로 미미
• (중국) 유라시아 지역 내 러시아 영향력 견제, 중국인의 우크라이나 진출 크게 확대

- 직접투자액(FDI)은 2018년 연말 기준 1.79억 달러로 많지는 않으나, 주로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 항공, 농업, 인프라, IT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투자규모 증가 추세



20

5. 한국과의 경제 교류 
한국과의 관계

•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1992년 2월 10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음. 양국은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갔음. 우크라이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대,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남북관계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지를 
보내고 있음

•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고, 우리 정부는 크림 주민 투표와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우크라이나는 유럽 연합 가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 민주화 과정 등은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좋은 
예시가 되며, 우크라이나 정부도 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표 2-7> 한국-우크라이나 체결협정 및 투자현황

체결협정

체결일 체결내용
1992.2.10
1994.5.20 발효
1995.11.30 발효
1995.5.15 발효
1996.12 발효
1997.4.5 발효
1997.10.16 발효
2001.10 발효
2002.3.19 발효
2003.3.6 발효
2004.4.27 발효
2005.10.25 발효
2006.6.25 발효
2006.9.15 발효

ㅇ 외교관계 수립
ㅇ 과학기술협력협정
ㅇ 외무부간 협력의정서
ㅇ 정보통신부간 협력약정
ㅇ 통상산업부간 무역공동위원회 설립양해각서
ㅇ 무역협정
ㅇ 투자보장협정
ㅇ 상용복수 사증협정
ㅇ 이중과세방지협정
ㅇ 항공업무협정
ㅇ 세관협정
ㅇ 군사비밀보호협정
ㅇ 단기여행 한국인무비자 및 상용복수사증 유효기간 연장각서
ㅇ 외교관 사증 면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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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0년, Kotra, 국가-지역정보 

한국과의 주요 교역 현황
• 2011∼2012년 우리나라의 대(對)우크라이나 수출은 10억 달러를 웃돌며 상승세

- 우크라이나･폴란드에서 공동 개최 EURO 2012에 따른 반사 이익
- 또한 EURO 2012에 사용될 도시 간 고속열차 납품 프로젝트를 우리기업(현대로템, 

현대종합 상사)이 수주하면서 대(對)우크라이나 수출이 크게 증가
• 2012년도 EURO 개최 및 총선 등으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 확대 후, 

2012년 3･4분기 GDP 성장률은 각각 -1.3%, -2.7%로 연이어 마이너스 성장세 기록
• 이로 인해 2013년 대(對)우크라이나 수출은 45% 감소한 6억 3500만 달러 기록

- 고속열차 수출 이전인 2010년 총 수출액 7억 1400만 달러보다 못 미치는 결과
•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동부지역 내전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 

경제성장률 급감 ⇒ 우리나라의 대(對)우크라이나 수출입 모두 감소
• 2016년 우크라이나 경제가 회복세를 띄면서 한-우크라이나 수출입 모두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

• 對우크라이나 수출은 2017년 전년대비 16.3% 증가, 2018년 32%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그러나 2019년에는 다소 주춤한 추세

• 對우크라이나 수입은 2018년 전년대비 –28.3%로 줄었으나 2019년에는 회복하여 
1월~8월 간 전년대비 47.2%를 기록함

체결협정

2006.12.18 발효
2007.6.11 발효
2007.8.29 발효
2009.7.8 발효
2009.8.2 발효
2009.8.3 발효

ㅇ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ㅇ 원자력협정
ㅇ 방산군수협력협정
ㅇ 관광협정
ㅇ 해운협정
ㅇ 문화협정

투자교류 ㅇ 우리의 투자진출: 3억 5,353만 2,000달러(2017년 12월 누적 투자 신고기준)
ㅇ 2016년 투자유치: 4657만 3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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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한국-우크라이나 교역 현황 (단위 : 천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2014년 338,809 -46.6 758,582 69.3 -419,773
2015년 194,367 -42.6 661,468 -12.8 -467,101
2016년 222,247 14.3 472,357 -28.6 -250,111
2017년 258,560 16.3 539,313 14.2 -280,754
2018년 341,333 32 386,688 -28.3 -45,355

2019년 (1-8월) 231,345 -3.0 327,919 47.2 -96,574
자료 : 2020년, Kotra 자료 20-085, 2020국별 진출전략, 우크라이나

• (수출) 우리나라의 대(對)우크라이나 수출 품목은 주로 자동차, 철강판, 합성수지, 
고무제품, 자동차부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제품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 의료기기용 기기는 전체 수출품목 중 9위를 차지

<표 2-9>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10대 수출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번 MTI 품목 2018년 2019년(1 ~ 8월)
금액 금액 증감률

전체 341,333 231,345 -3.0
1 741 자동차 64,986 32,900 -28.7
2 320 고무제품 23,608 23,287 26.9
3 613 철강판 27,205 22,346 -47
4 227 비누, 치약 및 화장품 14,220 20,070 151.7
5 214 합성수지 29,386 19,606 -11.1
6 742 자동차부품 22,746 13,144 -87
7 310 플라스틱 제품 15,274 10,775 -15
8 841 전력용 기기 7,191 8,233 165
9 733 의료용 기기 9,230 6,565 60.2
10 725 건설광산기계 16,430 6,565 -46.7

자료 : 2020년, Kotra 자료 20-085, 2020국별 진출전략,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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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우리나라의 대(對)우크라이나 수입 품목은 곡물, 철광과 같은 원부자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당 비중이 곡물에 집중

<표 2-10>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10대 수입품목 (단위 : 천 달러, %)
순번 MTI 품목 2018년 2019년(1 ~ 8월)

금액 금액 증감률
전체 386,688 327,919 47.2

1 013 식물성 물질(곡물 등) 186,803 159.019 63.4
2 112 철광 91,073 76,055 43.1
3 618 합금철선철 및 고철 35,466 27,062 9.1
4 011 곡실류 225 13,149 9,022.4
5 031 목재류 23,613 12,173 -19.9
6 629 기타 비철 금속제품 1,690 7,596 547.5
7 711 원동기 및 펌프 4,782 6,476 408.6
8 612 선재봉강 및 철근 2,700 3,684 75.6
9 813 컴퓨터 3,046 2,922 36.7
10 825 난방 및 전열기기 3,906 2,591 7.0

자료 : 2020년, Kotra 자료 20-085, 2020국별 진출전략, 우크라이나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투자 현황
• 누적 투자 통계 (2019.10월 기준)

- 누적 신고 건수 : 총 78건
- 누적 신고 금액 : 3.6억 달러
- 누적 투자 금액 : 3.1억 달러
- 주요 진출 업종 : 도･소매업, 제조업, 운수업 등
-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 주재 우리기업들은 철수 

혹은 규모 축소
- 현재 우크라이나 주재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 자동차, 포스코대우, 

현대종합상사, GS건설, 한국타이어, 에코비스, 오스템임플란트 등 10개사 내외
- 2016년 이후 우크라이나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부 중소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현지 소비재 시장 진출 문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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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불안에 따른 국가 리스크가 높아 아직까지 우리기업 입장에서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

주요 경제협력 프로젝트
• 양국 간의 주요 협력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음.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 정부주도 협력프로젝트에 보건의료분야 사업이 포함됨으로써 양국 기업간의 교류 
활성화 기대할 수 있음 

양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협력 프로젝트
1 한-우크라이나 전력기업(기관) 간 스마트그리드 협력 사업
2 우크라이나 흐멜니츠키주(州) 내 AMI(지능형 계량기) 시범사업 추진
3 WB 산하 관계자(금융조달), 우크라이나 에너지 석탄부 관계자(우크라이나 정부보증 및 사업내용 

설명), 전기설비 인증기관 면담
4 국내 AMI 제조기업과 우크라이나기업이 협력하는 형태로 인증 취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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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건산업 시장 현황 및 규모

1. 제약·의약품 분야
• 제약·의약품 분야 요약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 우크라이나 제약시장 규모는‘18년 약 31.3억불 

규모로, 향후 연평균 6.7% 이상 꾸준히 
성장하여‘23년 약 43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우크라이나에서의 의약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치적 및 국가 경제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기업들에게도 진출하기 좋은 시장으로 인식. 성장률 
5%대 기록

∙ 우크라이나에서는 의약품 비용 지불에 대해 개인 
부담률이 75%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재정을 높여 이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함

∙ 우크라이나 제약시장에는 주로 외국 기업(약 
600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로컬기업은 저가 의약품 
위주로 제조

∙ 외국 기업 대부분은 제네릭의약품과 일반의약품 
(OTC) 판매를 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제약시장은 전체 의료산업의 83%를 
차지하며 BaDM, Optima Pharm, Venta 3개 주요 
유통사가 전체 제약시장의 85%를 점유함

주요 수입 동향 유망 수출 품목
∙ 주요 수입자 중에서 이스라엘 Teva, 프랑스 Sanofi, 

독일 Berlin Chemie/ Menarini Group, 슬로베니아 
KRKA, 일본 Takeda, 영국 GlaxoSmithKline 등이 
있음

∙ 의약품 수입 규모는 ‘18년 기준 약 20.3억불이며, 
‘23년에는 32.3억불로 증가 전망(대부분 유럽, 
러시아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한국의 ‘17년 對우크라이나 의약품 수출액은 약 
535만불 규모로 56위의 수출국이며, 원료 및 
완제의약품이 골고루 진출하여, 최근 4년간 10.8%의 
高성장률을 기록

∙ 한국 제약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제약업체 혹은 
다국적 제약기업 등과 제품 수출, 임상시험 및 
기술수출 등을 통해 협력 중

1)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 규모   

• 우크라이나 제약시장 규모는 2018년 약 31.3억불 규모로, 향후 연평균 6.7% 이상 
꾸준히 성장하여 2023년 약 43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우크라이나 의약품 지출액은 전체 보건의료 지출의 46.1% 및 GDP의 2.54%
- 1인당 의약품 지출액은 2015년 약 50.1달러에서 2018년 71.1달러로 빠르게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주변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2023년 100.9달러로 증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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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전문의약품의 매출은 총매출의 64.3%, 이 가운데 오리지널의약품은 32.7%, 
제네릭의약품은 67.3% 및 OTC의약품은 35.8%가 추정되며, 제네릭의약품과 
OTC의약품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 자국 경제의 어려움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나 점차 안정되어 가는 중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제약산업의 실제 성장률은 약 5% 정도로 보임

- 우크라이나에서의 의약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및 국가 경제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해외 기업들에게도 진출하기 좋은 시장으로 인식

- 다만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여러 불안 요소들은 경제적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치적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음

• 우크라이나는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약시장도 과도기적 
상황에 있음
- 제약시장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보건의료개혁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른 제약시장의 잠재적인 성장이 예상됨
- 우크라이나에서는 의약품 비용 지불에 대해 개인 부담률이 75%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 재정을 높여 이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함
- 이를 위해 2017년 환자들의 의약품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료의약품”프로그램3)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확대 실시하고 있음. 의약품 등록과 의약품 품질 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규제 환경 개선을 진행

- 자금 조달 방식의 비효율성으로 우크라이나의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음

• 우크라이나의 의약품 매출액은 2017년 26.3억 달러, 2018년 31.3억 달러 2019년 
32.9억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표 2-11> 우크라이나 의약품 매출액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

의약품 매출액(10억 달러) 2.24 2.30 2.63 3.13 3.29 3.44
1인당 의약품 소비액(달러) 50.1 51.7 59.5 71.1 75.2 78.9

의약품 매출액, GDP 대비(%) 2.46 2.46 2.33 2.54 2.65 2.57
수 지 ▴13,651 ▴468 ▴632 ▴2,807 ▴6,165 ▾9,465

자료 : 2019, KHIDI, 러시아-우크라이나 제약시장 진출 정보 

3) “무료의약품” 프로그램이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부가 환자의 
의약품 비용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2017년 4월부터 도입하기 시작했음.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는 약품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 모든 약품이 대상은 아니며, 심혈관 질환, 당뇨병, 천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264개 종류의 의약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지정된 약국에서만 이용 가능. 2020년 
현재 7430개 약국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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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의 의약품 국가 등록 현황
- 우크라이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총 의약품 수는 2020년 3월 9일 기준 총 13,605개이며 

이중 우크라이나 의약품 4,149개, 외국 의약품이 9,456개임4)
- 이 중 45개의 의약품이 대한민국 제품이며, 대한민국 의약품 인허가 등록 기업은 5개 사이며, 

제약회사는 19개 사로 나타남
• 국민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문제 및 과제

- 보건복지 예산 중 의약품에 투입되는 재정적 지원이 제한적
- 75%이상의 의약품 비용은 국민 개인 부담
- 의약품 수요의 50%가 필수의약품 아님
- 전체 의약품 수가 보건복지 시스템의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

수출 현황
• (수출) 우크라이나 의약품 수출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1.99억불로 추정되며, 

2023년에는 3.91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1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7년 ITC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주요 의약품 수출 교역국에는, 우즈 

베키스탄(0.26억불), 러시아(0.29억불), 벨라루스(0.20억불), 카자흐스탄(0.19억불) 
및 몰도바(0.13억불) 등 주로 CIS 국가들이 포함됨. 뒤를 이어, 조지아,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라트비아 등이 차지하고 있음

- 2016년에는 자국 화폐인 흐리브냐(hryvnia)의 약세로 수출과 수입에 큰 영향을 
미쳤음.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국 시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음

- 우크라이나 제약유통사 Farmak 사의 경우, 20여개 국으로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출의 30% 이상을 수출을 통해 만들어 내고 있음. 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4) http://www.drlz.com.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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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시장구조 특성

• 우크라이나 제약시장에서 외국기업의 경쟁력은 매우 높으며, 다국적기업과 로컬기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약 600개의 외국 기업들이 시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제네릭의약품과 일반의약품(OTC) 의 판매를 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의 제약시장은 전체 의료산업의 83%를 차지하며 BaDM, Optima 

Pharm, Venta 3개 주요 유통사가 전체 제약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치열한 
약물 공급 경쟁을 벌이고 있음

[그림 2-1] 제약 유통사의 치열한 약물 공급 경쟁
자료 : Ukraine Pharmaceutical Market:Double digit growth, KlimovOleg, 우크라이나제약협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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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상위 5개 약품판매업체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Farmak 사, Uterium 
coporation 사, 이스라엘의 Teva 사, 우크라이나의 Darnitsa 사, 프랑스의 Samofi 
사로 우크라이나 제약사의 판매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2-2] 2018년도 상위 10개사 마케팅 사의 약품소매판매 현황
자료 : Ukraine Pharmaceutical Market:Double digit growth, KlimovOleg, 우크라이나제약협회, 2019

• 2018년도 주요 의약품 판매현황을 보면 소화관 및 신진대사 치료 의약품이 5.3억 
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을 심혈관질환 의약품 3.7억달러, 신경계 
의약품이 3.6억 달러, 호흡기 질환 의약품 판매액이 3.6억 달러 등으로 나타남

[그림 2-3] 2018년도 상위 10개 ATC 분야별 판매 현황
자료 : Ukraine Pharmaceutical Market:Double digit growth, KlimovOleg, 우크라이나제약협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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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의 상위 약국 체인들의 점유율, 약국점포수, 매장별 매출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제약시장의 확대 추세를 볼 수 있음

[그림 2-4] 상위 10개 약국 체인망 : 시장 강화 추세
자료 : Ukraine Pharmaceutical Market:Double digit growth, KlimovOleg, 우크라이나제약협회, 2019

• 우크라이나 의약품 판매를 살펴보면 판매액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20%내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량 부분에서도 2019년 1.6%, 2020년 1.2% 증가 예상됨 

[그림 2-5] 판매금액 및 판매수량에 따른 제약소매시장 추이
자료 : Ukraine Pharmaceutical Market:Double digit growth, KlimovOleg, 우크라이나제약협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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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의 2019년 제약시장규모 성장율은 18.9%로 주변국가인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에 비해 2~3배 높은 수치를 나타냄

[그림 2-6] 우크라이나와 주변국가의 2019년 제약소매시장 성장 전망 (금액 기준)
자료 : Ukraine Pharmaceutical Market:Double digit growth, KlimovOleg, 우크라이나제약협회, 2019

• 우크라이나 시장의 주요 외국 의약품은 독일, 인도, 프랑스,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순서로 나타남. 한국 의약품은 2018년 0.09% 성장함

[그림 2-7] TOP 5 국가 +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시장 내 의약품 판매현황 
자료 : Ukraine Pharmaceutical Market:Double digit growth, KlimovOleg, 우크라이나제약협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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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및 일반) 우크라이나 의약품관리국(SMDC)은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 및 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및 보건부 법령에 따라 운영됨
- 2011년 1월 우크라이나는 PIC/S 회원국5)으로 가입했음. 이는 의약품 규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해외 제약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음
- 해외 제조 의약품에 대한 등록,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국제 인증 등을 

용이하게 함
• 2016년 10월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자국 제약산업의 개혁을 위한 3단계 실행계획을 

제시함
- 자국의 의약품 품질 개선·합리적 사용·의약품 재정 확보·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국가 의약품 정책 수립, 필수 의약품의 목록 작성, 참조가격제를 도입한 의약품의 
적정 가격 평가임

- 2016년 11월에 국가의약품 목록을 승인하여 고령화 등에 따라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천식, 제2형 당뇨병 등 21가지 질병 목록을 제시함. 이후 2017년과 2018년 
국가의약품 목록 수정됨

- 국민들의 필요 의약품의 구입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의약품 구매보상 프로 
그램인“무료의약품 프로그램”(Affordable Medicine program6))을 도입하여 
의약품 보급의 확산을 꾀하고 있음

• 의약품 정부 조달시스템의 경우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해외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음
- 2016년 4월 보건당국은 중앙집중식 구매조직을 통해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의약품 

구매와 이를 통한 의약품 가격 할인을 3단계로 추진하기로 함 
- 이를 위해 2016년 법적 정의 및 제도적 입법 체계를 구성하고(1단계), 2016~17년 

조직 및 임원 구성, 의약품 조달에 대한 권한 실행(2단계), 2018년 UNICEF에서 
중앙구매기구(CPO)로의 구매 전환 진행함(3단계) 

- 이 방식은 다국적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으로 인해 압박을 가해 이익을 
감소시키지만, 우크라이나 의약품 시장에서의 매출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어 장기적으로 현대적인 조달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임

5) PIC/S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기준에 맞는 실사의 질적 시스템 향상을 
위하여 1995년 결성된 국제 기구임 

6) 2017년 4월 1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심혈관 질환, 천식 및 당뇨병 2 형 치료를 위한 필수 의약품의 전체 또는 
부분 상환을 제공하는 Affordable Medicines 프로그램입니다 
(https://en.moz.gov.ua/affordable-medi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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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31일 의회는 "우크라이나 법 제 9조의 개정”과 "의약 국가 등록의 단순화에 
관한”(No. 4484) 법률 초안을 채택하며 해외에서 승인된 의약품에 대한 우크라이나 
등록 절차를 단순화시킴. 해당 법률은 2019년 6월부터 발효되었음7) 
- 미국, 스위스, 일본, 호주, 캐나다와 EU에 등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당국에서 별도의 평가절차는 필요 없음. 모호한 문구가 있지만, 의약품 등록 기간이 
약 17일로 단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 결정은 다국적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으나, EU와 우크라이나 협회 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음.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의약품 허가 단순화 정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전문 의약품 / 일반 의약품 시장전망 
• (전문의약품) 2018년 우크라이나 전문의약품 시장은 약 20억불 규모로 추정되었고, 

2023년까지 연평균 7.8%로 증가하여 29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전문의약품(처방약)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64.3%를 차지, 이 비율은 

10년간 계속 증가하여, 2028년에는 70%까지 증가 예상
- 전문의약품 시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과 맞물려 계속해서 성장 예상
- 2017년 4월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천식 등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에 대한 “무료의약품”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향후 개혁의 
진행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가의 혁신의약품이나 신약보다는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중심이 될 것이며, 시장도 제네릭의약품을 중심으로 확대 예상

<표 2-12> 우크라이나 전문의약품 시장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

전문의약품 매출 (10억 달러) 1.44 1.45 1.68 2.01 2.14 2.24
총 매출 대비, 전문의약품 매출(%) 64.2 63.2 63.8 64.3 65.0 65.3
자료 : 2019, KHIDI, 러시아-우크라이나 제약시장 진출 정보 
자료 : AIPM, Apteka, Fitch Solutions보건산업브리프

• (오리지널의약품) 2018년 우크라이나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6.6억불 규모로 추정 
되었고, 2023년까지 연평균 9.4%로 증가하여 10.3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우크라이나 
제약시장에서 오리지널의약품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점진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됨

7) www.legalalliance.com.ua/rus/publikacii/evropejskie-normy-registracii-lekarstvennyh-sredstv-dva
-puti-dla-ukra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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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오리지널(특허)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시장의 약 32.7%, 전체 제약 
시장의 약 21.0%를 차지

- 우크라이나 제약시장은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리지널의약품의 
비중이 낮으며, 이는 낮은 1인당 의약품 지출액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정부의 의료개혁 및 보험제도 변화도 제네릭의약품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리지널의약품의 비중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특허권 등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잘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특허를 받은 
의약품 위주로 시장을 진출을 추진하는 다국적 제약기업에게는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될 것임

- 하지만 향후 새로운 혁신의약품, 오랜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등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한 필요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2-13> 우크라이나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

오리지널 매출 (10억 달러) 0.41 0.43 0.55 0.66 0.71 0.76
전문의약품 대비, 오리지널 매출(%) 28.6 29.6 32.5 32.7 33.1 33.7
총 매출 대비, 오리지널 매출(%) 18.4 18.7 20.7 21.0 21.5 22.0
자료: 2019, KHIDI, 러시아-우크라이나 제약시장 진출 정보 
자료: AIPM, Apteka, Fitch Solutions

• (제네릭의약품) 2018년 우크라이나 제네릭의약품 시장은 14억불 규모로 추정되며, 
2023년까지 연평균 7.0%로 증가하여 19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2018년 제네릭의약품 매출액은 전문의약품 시장의 약 67.3%, 전체 제약시장의 약 

43.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 제약시장은 제네릭의약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으로 인해 그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임
<표 2-14> 우크라이나 제네릭의약품 시장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
제네릭 매출 (10억 달러) 1.02 1.02 1.13 1.35 1.43 1.49

전문의약품 대비, 제네릭 매출(%) 71.4 70.4 67.5 67.3 66.9 66.3
총 매출 대비, 제네릭 매출(%) 45.8 44.5 43.1 43.3 43.5 43.3

자료 : 2019, KHIDI, 러시아-우크라이나 제약시장 진출 정보, AIPM, Apteka, Fitch Solution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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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약품) 2018년 우크라이나 일반의약품(OTC) 시장은 11.5억불 규모이며, 
2023년까지 연평균 4.7%로 증가하여 14.1억불 규모로가 될 것으로 추정
- 2018년 OTC의약품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약 35.8%를 차지하였으며, 시장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추정
- 우크라이나에서 OTC시장은 중요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가 넓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함
-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자가 치료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어 전체 

시장에서 OTC의약품의 비중이 줄어들 것임

[그림 2-8] OTC/Rx에 의한 의약품 소매 판매
자료 : Ukraine Pharmaceutical Market:Double digit growth, KlimovOleg, 우크라이나제약협회, 2019
<표 2-15> 우크라이나 일반의약품 시장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f)
OTC 매출 (10억 달러) 0.80 0.84 0.95 1.12 1.15 1.19

총 매출 대비, OTC 매출(%) 35.7 36.8 36.2 36.8 35.0 34.8
자료: 2019, KHIDI, 러시아-우크라이나 제약시장 진출 정보 
자료: AIPM, Apteka, Fitch Solutions

주요 기업
• (기업현황) 우크라이나 제약시장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자국의 

기업들은 저가의 제네릭의약품 및 비타민을 주로 생산하고 있음
- 자국 기업들의 대부분 1990년대에 민영화되었고, 몇몇 회사는 주정부 산하에서 백신, 

인슐린 등을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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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비정부조직인 국제의약품제조협회(AIPM)가 2009년 설립되었으며, 2018년 
13개의 제약기업이 혁신의약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협회의 소속 기업으로는  
Acino Pharma, Bayer Healthcare, Berlin-Chemie, Bionorica, Egis, EVER 
Neuro Pharma, GSK, Ipsen, Orion Pharma, Sopharma Pharmaceuticals, 
Stada CIS, Teva 등이 있음

- 최근 동유럽 및 인도 제약기업들이 많이 진출하였으며, 약값의 대부분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오리지널의약품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함 

- 대형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 
특히 Stada, Gedeon Richter, Egis, Teva, Krka, Novartis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Ranbaxy, Dr.Reddy와 같은 인도 제네릭제조업체도 시장을 상당히 
점유하고 있음

- Roche는 로컬기업인 Lumier Pharma와 합작투자 형태로 진출하여 Rituximanb 
및 Transtuzumab을 생산하고 있음. Eli Lilly는 Farmak과 계약하여 재조합 
인슐린을 생산하고 있음

Roche의 우크라이나 합작기업
기업명 LYUM'ER FARMA
설립 년 2009년 
홈페이지 http://www.lumier-pharma.com/en/
대표이사 Kuchira Mikhail Dmitrovich 
직원 수 18명 

매출액(USD) 11 904 480
연락처 Tel: +38 (044) 331-20-03

lumier@lumier-pharma.com
주요 제품  Rituxim, Trastumab, Bleocin-S, Pegferon, Tuberculin PPD RT 23 SSI

제품 사진 

• 자국의 로컬 기업들은 저가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의 2/3을 차지하고 
있음. Kyive, Lviv, Kharkiv 등의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음
-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고, 외국 제네릭의약품 진입 장벽이 낮아서 해외 수입의약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편이며, 자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해외기업의 생산시설 투자 
등은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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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우크라이나 기업으로는 약 6.5%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Farmak社, 
다양한 제네릭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Arterium Corporation 등이 있음

[그림 2-9] 2018년도 상위 10개사 제약소매판매사 현황
자료 : Ukraine Pharmaceutical Market:Double digit growth, KlimovOleg, 우크라이나제약협회, 2019

우크라이나 대표 국내 제약기업
기업명 Farmak JSC
설립 년 2010년 
홈페이지 https://farmak.ua/en/
대표이사 Kostuk Vladimir Grigorovich 
직원 수 2,560명 

매출액(USD) 273 811 113
연락처 email: info@farmak.ua

주요 제품 253개 의약품을 생산함 (Aciclovir-Farmak, Adazhyo, Amizonchik등)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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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해 있는 주요 외국계 제약사로는 독일의 BERLIN-CHEMIE, 
일본의 TAKEDA등이 있음

<표 2-16>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외국계 제약사
업체명 국가 홈페이지 비고

BERLIN-CHE
MIE 독일 http://www.ru.

berlin-chemie.ua/
고체(특수코팅 알약, 캡슐 정) 및 액체 의약품 
생산을 전문으로 함.

TAKEDA 일본 http://www.
takeda.ua/

내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골다공증 치료, 마취, 
호흡기 질환 예방 등 다양한 분야의 의약품을 
취급함.

KRKA 슬로베니아 http://www.
krka.ua/ua/

처방 의약품 생산·판매 전문 제약회사로 수의용 
의약품 또한 취급함.

TEVA 이스라엘 http://teva.ua/ 전 분야의 의약품 생산·개발·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ACTAVIS 아일랜드 http://www.
actavis.com.ua/

의약품 개발·생산·복제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SANOFI 프랑스 http://www.
sanofi.ua/index.html 백신, 수의용 의약품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함.

GEDEON 
RICHTER 헝가리 http://richter.

com.ua/
임상실험이 완료된 의약품의 생산·복제를 
전문으로 함.

SANDOZ 스위스 http://sandoz.ua/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며, 복제약 연구에 
대한 많은 경험 보유

GlaxoSmith 
Kline 영국 http://gsk.ua/

home.aspx
에이즈, 암, 당뇨, 정신질환, 전염병 등의 치료목적 
의약품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함.

자료 : 2015, Kotra, 우크라이나 의약품 시장, 한국 기업 진출이 부진한 이유

3) 주요 수입 동향
의약품 수입 동향 

• (수입) 우크라이나 의약품 수입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20.3억불 규모이며, 
2023년에는 32.3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9.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입 교역국에는 독일(3.3억불), 프랑스(1.4억불), 인도(1.3억불), 
미국(1.0억불) 및 이탈리아(1.0억불) 등이 포함됨(‘17, ITC). 뒤를 이어,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위스 순이며, 한국은 740만 불 수준으로 33위 
순위(2018년)로서 미미한 수준임

http://www.ru
http://www
http://www
http://www
http://www
http://richter
http://gsk.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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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록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미국, 스위스, 일본, 호주, 캐나다 및 
EU에서의 의약품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의약품 수입이 대부분 유럽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음

[그림 2-10] 외국계 제약사 상위 5개국과 한국의 제약판매현황
자료 : Ukraine Pharmaceutical Market:Double digit growth, KlimovOleg, 우크라이나제약협회, 2019

<표 2-17> 우크라이나 의약품 시장 제품 판매 순위
순위 제품명 제조국가

1 Aktovegin 오스트리아
2 No-Spa 헝가리
3 Essentiale 프랑스
4 Cytramon 우크라이나
5 Nimesil 스페인
6 Cardiomagnyl 덴마크
7 Codtrepin 우크라이나
8 Natrium Chloride 우크라이나
9 Pharmacentron 캐나다
10 Spazmalgon 불가리아

자료 : 2015, Kotra, 우크라이나 의약품 시장, 한국 기업 진출이 부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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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망 수출 품목 검토
對우크라이나 의약품 수출 동향 및 수출 유망 품목

• 2017년 對우크라이나 의약품 수출액은 약 535만 불 규모로 56위의 수출국이며, 원료 
및 완제의약품이 골고루 진출하여, 최근 4년간 10.8%의 高성장률을 기록
- 한국 제약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제약업체 혹은 다국적 제약기업 등과 제품 수출, 

임상시험 및 기술수출 등을 통해 협력 중
• (진출사례) 대웅제약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진출을 위해 노력하여 수출 성사

- 대웅제약, SC Fitfarm社와 바이오의약품 수출 공급을 위한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 체결(‘14)
- 대웅제약, 성장호르몬 ‘케어트로핀’과 전용주사기 제품 수출(‘14)
- 동아ST, 게로팜社와 자체개발 당뇨병치료제 ‘에보글립틴’의 기술수출 계약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 임상·허가·판매 진행(‘15)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소염진통제 ‘클란자CR정’ 임상시험 완료 및 시판 허가 획득(’16.12)
-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제제 ‘나보타’ 수출(’18.12)

<표 2-18> 對우크라이나 의약품 수출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원료 완제 원료 완제 원료 완제 원료 완제

수출액(천불) 646 998 583 1,341 763 1,708 1,601 3,750
1,644 1,924 2,471 5,351

자료 : KHIDI, “러시아-우크라이나 제약시장 진출 정보” 보건산업브리프 vol. 281, 2019.3.27

• (파트너사 발굴) 자국 기업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현지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사를 찾느냐가 진출 성공의 핵심으로 여겨짐
- 우크라이나의 경우 불안정한 상황이 많아 현지화 전략은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있으며,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제품 등록, 판매허가, 유통 등을 추진
- 대부분의 의약품이 도매상을 통해 국영기업, 병원 및 약국으로 공급되며, 약 

3,000개의 유통업체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대표적인 업체 Optima-Farm, 
Alba Ukraine, BaDM, VVS 등이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고품질 제네릭) 우크라이나는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한 국가임. cGMP 등의 
국제 기준의 의약품 생산은 어렵기 때문에, 고품질의 해외 제네릭기업들의 관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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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지역에 다국적 제네릭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최근 제네릭의약품의 경우 
인도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상대적 우위를 위한 전략이 필요

- (벤치마킹) 란백시(Ranbaxy)는 2006년 중반 루마니아 제네릭의약품 회사 
Terapia를 인수하여 우크라이나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진출에 성공함. 란벡시 
전략은 경쟁사 M&A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성장 동력 측면에서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인수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일본, 유럽 등 진출하는 
것이었음. 우리나라 기업도 R&D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우크라이나 기업과의 M&A, 
유럽·러시아 우수 생산시설 인수합병을 통한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인도제약회사 란백시(Ranbaxy) 해외 진출사례 
- Ranbaxy는 1961년 창업한 인도 제약회사로서, 일본 제네릭시장 공략을 위해 2002년 설립된 

합작회사의 지분 40%, 2005년 추가로 인수하여 합작사인 Nippon Chemiphar Co. Ltd와 
50:50의 지분소유

- 벨기에 제네릭 시장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제약회사인 에티메드를 인수하여, 유럽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고 네덜란드 등 진출함

- 2006년 이탈리아 소재 GSK의 제네릭 사업 부문을 인수함으로써, 제품포트폴리오 확대와 
이탈리아 제네릭 시장에서의 우위를 확보함

- 스페인에서 에파메스 인수 후 2006년 추가 성장을 위해 탄탄하게 판매망이 갖추어진 스페인 
소재 GSK의 제네릭 부문인 문도젠을 인수하여 시장규모가 7억5천마불에 달하는 스페인 제네릭 
시장에서의 매출 증대에 기여함

- 2006년 중반 루마니아 제네릭의약품 회사 Terapia를 인수하여 우크라이나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진출에 성공

- 항암제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 하이데라바드 소재의 제노텍의 지분 인수를하였고, 발효 
제품군의 제조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크렙스 바이오케미컬스에 지분 투자, API 제조에 강점이 
있는 카디널 드럭의 지분도 인수

- 일본의 제약 3위 기업인 ‘다이이치 산쿄’가 전체 지분 64%를 인수함 (2008년). sankyo의 
사례로 Ranbaxy는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제네릭 시장에서 10위 회사로 뛰어올랐고, 
란박시가 가진 글로벌 채널을 넓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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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기 분야
요약

• 의료기기 분야 요약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은 중앙 및 동유럽 
(CEE) 지역에서 12번째로 큰 시장이며, ‘15~ 
’20년 연평균증가율 (CAGR)은 US 달러 기준으로 
5.9% 증가(현지 통화 기준 12.1%)해 ‘20년에는 
3억 7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15년 3월부터 ‘20년까지 시행되는 World 
Bank의 'Serving People, Improving 
Health'의 2억6100만 달러 규모 원조로 인한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

∙ 민간병원의 확대와 더불어 의료기기 수입도 증가 
추세

∙ 고령화, 도시화에 따른 의료설비 수요 증가, 특히 
심혈관, 암, 신진대사 검사장비 크게 부족

∙ CIS 국가 및 러시아에 수출이 많았으나, 러시아 
와의 관계 악화로 유럽국가와 교역 증가세 노르 
웨이, 영국, 폴란드, 체코와의 교역이 크게 증가

∙ 의료기기 시장의 약 90%는 수입 제품에 의존하며, 
이미 많은 유명 의료기기 회사 들이 진출해 있음

∙ 의료기기 강국이 각각 강점이 있는 품목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높음

주요 수입 동향 유망 수출 품목
∙ 주요 수입국은 중국, 독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임
∙ ‘18년 우크라이나 의료기기(HS Code 9018) 

수입은 총 2억 4512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37% 
증가세를 보임

∙ ‘17년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수출은 1,330만 
달러로, 우크라이나의 수입국 중 7위 차지

∙ 등록된 의료기기 품목 약 200여개 중 한국 
제품으로는 안경시력교정용 렌즈, 세동 제거기, 
실험실 원심분리기, 치과용 X-선 시스템 등이 있음

∙ 최근 3년 초음파 영상기기의 수출이 꾸준하였음
∙ COVID19관련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가 있음

1)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규모  

•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은 중앙 및 동유럽(CEE) 지역에서 12번째로 큰 시장이며, 
2018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5억8천2백만 달러에 달함.8) 2015~2020년 
연평균성장율(CAGR)은 US 달러 기준으로 5.9%의 증가율(현지 통화 기준 12.1%)로 
추정됨

8) National Statistics, Fitch Solutions, Medical device market, Key ratios 2018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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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부터 시행된 World Bank의 'Serving People, Improving Health9) 
프로젝트에서 2억6천백만 달러 규모 원조로 인한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 추정
- Serving People, Improving Health 사업 개요

프로그램 명칭 Serving People, Improving Health
규모 2억6100만 달러

프로그램 기간 2015년 3월 4일 ~ 2024년 3월 31일 
담당기관 및 금융기관 World Bank 

예산 목적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
금리 12,51% 

자료 : https://projects.worldbank.org/en/projects-operations/project-detail/P144893
- 우크라이나의 심장병 및 암 초·중기진단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의료 설비 구매에 

중점을 둔 원조로서 의료진단기기 및 수술용품의 수요가 증가
- 우크라이나 보건부의 시골지역 및 내전으로 인해 파괴된 동부 지역 의료 설비 재보급 

계획에 따른 지원배정
- 2020년 4-5월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World Bank의 "Serving People, Improving 

Health"의 여러 하위 프로젝트를 1차적으로 완료
- 프로젝트 전체 기간 동안 드니프로페트로우시크 지역의 17개의 외래 환자 클리닉이 

운영되었으며, 6개의 외래 환자 진료소에서 재건 및 정밀 검사 작업이 완료되었으며 
드니프로와 파블로그라드의 중환자 병원 의료 장비 공급 계약은 9억 달러에 달함

-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 Svetlana Shatalov에  따르면  2020년 4월 27일 
프로젝트의 조정안에 서명하여 자금 조달액을 늘리고 대출 계약 기간을 2022년 
3월까지 연장10)

- 2020년 5월 15일에 World Bank이사회는 COVID-19 전염병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건강 부문 대응을 확대하기 위해 "Serving People, Improving Health" 프로젝트에 
추가로 1억3천5백만 달러의 자금을 배정하기로 합의했음. 이 금액 중 3천 5백만 
달러는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고 COVID-19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사용하고 1억 달러-응급 의료 서비스를 위한 최신 장비 구입 및 우크라이나 지역의 
뇌졸중에 대한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능력 강화에 사용함11) 

 9) Serving People, Improving Health Project for Ukraine의 개발 목표는 심혈관 질환 및 암의 1차 및 2차 
예방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선택된 주에서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건강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임. 해당 프로그램은 WorldBank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2015년 3월부터 진행하고 있음. 
(https://projects.worldbank.org/en/projects-operations/project-detail/P144893)

10) https://interfax.com.ua/news/pharmacy/668985.html
11) https://www.epravda.com.ua/rus/news/2020/05/15/66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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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ng People, Improving Health 추가 대출 
프로그램 명칭 Serving People, Improving Health

규모 1억3천5백만 달러
프로그램 기간 2020년 4월 27일 ~ 

담당기관 World Bank 
예산 목적 COVID-19 예방을위한 의료 장비 및 소모품 구매
금용 기관 World Bank 

자료 : https://projects.worldbank.org/en/projects-operations/project-detail/P170740

• 미국의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ITA)에 따르면 2017-2020년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2019년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수입규모는 5억2천4백만 달러로 전체 시장규모에서 

수입비중이 약 90% 차지. 유럽의 시장조사업체가 조사한 시장규모보다는 다소 적은 
시장규모를 나타냄

<표 2-19>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규모 (백만 달러) 
2017 2018 2019(예상) 2020(예상)

Total Local Production 72.7 81.7 95.7 97.0
Total Exports 30.0 33.0 36.0 42.0
Total Imports 3321 397.1 465.0 494.6

Imports from the U.S. 39.4 55.4 58.0 60.0
Total Market Size 374.8 405.8 524.7 549.6

자료: ITA 홈페이지, https://www.trade.gov/knowledge-product/ukraine-medical-equipment

• 우크라이나에는 약 250개의 자국기업이 의료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음. 국내 
의료 기기 생산량은 2019년에 9천 5백만 달러를 넘었음 전통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제품의 수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8년에는 진단 영상 수출이 전체의 거의 40%를 
차지했음. 전체 수출량의 절반은 다른 구소련 국가(CIS)로 수출됨
수출 동향

• 2017년 상반기 우크라이나의 의료기기 수출 금액은 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5% 증가
- CIS 국가 및 러시아에 수출이 많았으나,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유럽국가와 교역 

증가세 노르웨이, 영국, 폴란드, 체코와의 교역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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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우크라이나의 의료기기 주요 수출국(HS Code 9018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증감률 
총계 8,387 100 9,357 100 5,004 100 44.54

1 노르웨이 1,341 16 2,221 23.74 1,830 36.58 548.92
2 영국 326 3.9 659 7.05 744 14.87 194.59
3 러시아 1,244 14.84 1,110 11.86 439 8.78 2.22
4 폴란드 90 1.07 249 2.66 286 5.72 133.35
5 독일 918 10.95 960 10.27 272 5.44 -21.31
6 체코 377 45 377 7.7 248 4.96 -50.12
7 인도네시아 551 6.57 349 2.73 130 2.62 -24.72
8 카자흐스탄 296 3.54 217 2.32 126 2.52 68.57
9 조지아 320 3.82 246 2.64 112 2.26 5.4
10 몰도바 187 2.23 257 2.75 96 1.93 38.58
61 한국 0.1 0 0 0 0 0 0

자료 : 2017, Kotra,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동향 

• 의료관련 기초 기술이 있으나, 생산설비가 빈약해 특정제품만 생산 수출
- 우크라이나산 의료기기는 타국의 최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제품에 비해 품질 및 가격이 

낮음.

2)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시장구조 특성

• 우크라이나 의료기기는 대부분 소련시절부터 이용하던 것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음
-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체 GDP의 0.5% 비중으로 크지는 않으나, 향후 

성장을 위한 여러 요인을 갖추고 있음
• 우크라이나 민간병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기기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

- 우크라이나 민간병원 수는 약 50,000개로 추산, 수도 키예프 중심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사립 병원 수 증가

- 진료과목이 많은 중소형 종합병원은 60여개, 이 중 지점을 운영하는 병원은 10여개에 
불과(Oberig, Borys, Oxford Medical, Dobrobut, Medik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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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사립병원에서 MRI, 심전도 기기, CT 등 의료기기 구입 
시 신제품 보다는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늘고 있는 추세

- 다만 정부의 공공조달을 통한 구매는 신규제품 구매만 가능
• 고령화, 도시화 진전에 따른 의료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심혈관, 암, 

신진대사 검사 의료장비도 크게 부족한 상황
• 의료기기 시장의 약 90%는 수입 제품에 의존하며, 이미 많은 유명 의료기기 회사 들이 

진출해 있음
- 우크라이나산 제품은 품질이 좋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품에 비해 경쟁력이 

낮음
- 의료기기 강국이 각각 강점이 있는 품목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높음

<표 2-21> 의료기기 원산지에 따른 강점 품목
생산 국가 품목 명칭

미국 의족, 의수 및 영상 진단 장비(초음파)
중국 환자용 소모품(주사기 등)
독일 치과용 장비
일본 영상 장비(MRI 등)

자료 : 2017, Kotra,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동향 

주요 기업 현황
•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독일, 중국, 미국 기업들은 심전도 

초음파 등 진단기기, 주사기와 주사바늘, 치과 및 안과용 장비, 기타 장비 등으로 나타남
<표 2-22> 우크라이나 진출 해외 의료기기 품목별 업체 현황
생산 품목 명칭 기업 명칭(기업 국적)
심전도, 초음파 등 

진단기기
GE Medical Systems(프랑스, 중국에서 수입), CHISON MEDICAL IMAGING 
CO. LTD(중국), SIUI(중국), HITACHI, LTD(일본), Vomark Technologies 
Inc.(미국), Sonomed Inc.(미국), Siemens Healthcare(독일, 미국에서 수입)

주사기 및 주사 바늘
MedHouse Swiss GmbH(독일, 터키, 중국에서 수입) KD Medical GmbH Hospital 
Products(독일, 중국에서 수입), Jiangsu Kanghua Medical Equipment Co. 
LTD(중국), GLOBAL MEDIKIT LIMITED(인도), Elm-plastic GmbH(독일), 

Urotech(독일), Gilead Sciences, Inc.(미국, 독일에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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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17, Kotra,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동향 

• 우크라이나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경우 약 250 여개 사에 달하며 그 중 약 85%가 
민간 기업, 나머지는 국영 기업으로 분류됨
-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국내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의료기기 종류가 

상당히 제한적임
-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
<표 2-23> 우크라이나 주요 의료기기 생산업체

생산 품목 명칭 기업 명칭(기업 국적)

치과용 장비

SIRONA DENTAL SYSTEMS GmbH(독일), Cefla S.C.(이탈리아), 
Guangzhou Fengdan Medical Equipment Co., Ltd.(중국), STOMADENT SK 
s.r.o.(슬로바키아), 3M Deutschland GmbH(독일, 미국에서 수입), 'Hu-Friedy 
Mfg. Co., LLC'(미국), DUTCH OPHTHALMIC RESEARCH CENTER(DORC) 

INTERNATIONAL(네덜란드)

안과용 장비 OPTOPOL Technology Sp.z.o.o.(폴란드), SHENZHEN CERTAINN 
TECHNOLOGY CO.,LTD(중국), Optovue lnc.(일본)

기타(내시경, 수혈용 
기기 등)

PENTAX Medical(일본), SHENZHEN PANGO ELECTRONIC CO., LTD(중국), 
SIA Visions(이탈리아), Omron Healthcare Europe B.V.(중국)

업체명 기업개요 주요제품

Contact
was established in Kiev in 2001 as 

a manufacturer of endoscopic 
equipment for minimally invasive 

surgery

produces endoscopic systems and 
components for laparoscopy, arthroscopy, 
urology, bronchoscopy, gynaecology and ENT 

etc.

EXIM
was founded in 1992 in Kiev and is 

a manufacturer of ultrasound 
scanners

produces fixed and portable ultrasound 
systems, ultrasound workstations for use in 
obstetrics, gynaecology, cardiology and 

mammography etc.

Hemoplast
Founded in 1973 and located in 

Belgorod-Dniestrovsky, Hemoplast 
is the leading manufacturer o]f sterile 

medical
products in Ukraine and the CIS.

produces single-use syringes, transfusion 
sets, catheters and probes. Hemoplast is ISO 
9001 and ISO 13485 certified and products 

carry the CE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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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19, Kotra 이지문 우크라이나 키예프무역관,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동향 

<표 2-24> 우크라이나 제조기반 보유 다국적 기업
업체명 기업개요 주요제품

Golnit
manufacturer of sutures headquartered 
in the US, with production facilities in 

Ukraine

manufactures dental PTFE sutures, 
which are non-absorbable and suitable 
for dental bone grafting, soft tissue 
grafting, implant surgery, periodontal 
surgery, ridge augmentation and guided 

tissue regeneration, ePTFE cardio 
sutures etc.

Piezo 
Technologi

es

In 1999, Piezotech, a US manufacturer 
of ultrasonic and sensor systems, 

acquired Etalon, a Ukrainian 
manufacturer of innovative piezoelectric 
ultrasound transducers, and grouped it 
together with Keramos, a manufacturer 

of advanced piezoelectric ceramic 
crystals, forming Piezo Technologies

manufactures custom-made integrated 
ultrasonic transducers and devices, 

piezoelectric transducers and advanced 
iezoceramics

자료 : 2019, Kotra 이지문 우크라이나 키예프무역관,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동향 

업체명 기업개요 주요제품

Metecol
Established in 1993 and based in 
Nizhyn, Metecol develops and serial 
produces medical equipment that is 

used in medical institutions 
throughout Ukraine and Russia

produces defibrillators and an aeroinsolating 
complex for the treatment of burn patients

ONIKO
Established in 1992 and based in 
Kiev, ONIKO is a leading producer 
of X-ray equipment in Ukraine

Products include diagnostic X-ray equipment, 
MRI systems, digital radiography systems, 
X-ray film, chemical reagents and machines 

for film processing, image processing 
software, medical printers, protective 

equipment, fracture treatment etc.
ONIKO is ISO 9001 cer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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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의료기기 수입동향
수입 동향

• 우크라이나는 자국 의료기기 제조 수준이 미약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현재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중 약 90%가 수입산,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있음 
• 2018년 우크라이나 HS Code 9018(의료기기) 수입은 총 2억4512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37% 증가세를 보임
- 심전도 기기(HS Code 9018 11)는 여타 품목과 다르게 2014년 경제위기 때에도 

성장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음
• 2018년 우크라이나 HS Code 9018(의료기기) 수입동향을 보면 중국(19.88%), 

독일(19.68%, 미국(12.34%)으로 주요 수입국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냄
- 2018년 한국으로부터의 우크라이나 수입금액은 861만 달러로, 수입규모 면에서 

전체 7위 차지
<표 2-25> 우크라이나의 의료기기 주요 수입국(HS Code 9018 기준)(단위: 천 달러, %)

순위 국명 2016년 2017년 2018년 
수입액 수입액 수입액 비중 증감률 

총계 154,069 212,471 245,129 100.0 15.37
1 중국 36,442 49,435 48,726 19.88 -1.43
2 독일 22,031 38,544 48,248 19.68 25.17
3 미국 18,823 23,246 30,259 12.34 30.17
4 일본 14,570 22,907 20,011 8.16 -12.64
5 이탈리아 7,306 11,267 14,185 5.79 25.90
6 폴란드 2,868 6,042 9,242 3.77 52.95
7 한국 4,900 8,396 8,611 3.51 2.56
8 프랑스 2,635 3,309 5,451 2.22 64.74
9 인도 3,208 2,946 4,135 1.69 40.33
10 멕시코 2,187 2,895 4,067 1.66 40.51

자료 : 2019, Kotra 이지문 우크라이나 키예프무역관,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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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출현황
•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전체 의료기기 수출량은 2017년 1,33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4% 비중 차지. CIS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 다음으로 우크라이나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음
<표 2-26> 2017년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제품 수입국 TOP 10, CIS 국가중 한국제품 수입국 TOP 10

자료 : 2018.06, KHIDI, “Medical Device Industry in Korea-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Ukraine” 

•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HS Code 9018(의료기기) 수출량은 2016년 49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1% 증가, 2017년 상반기에는 374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0.1%가 증가하며 큰 폭으로 증가

<표 2-27>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HS Code 9018(의료기기) 품목별 수출량(단위: 천 달러, %)
품목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상반기 증감률 (17/16)

의료기기(HS Code 9018) 5,301 4,043 4,900 3,748 15.14
초음파 영상기기

(HS Code 901812) 2,115 1,290 2,820 1,828 112.79
자기공명 촬영기기
(HS Code 901813) 0 1,334 0 760 0

기타기기
(HS Code 901890) 2,369 410 947 478 143.6

기타(치과용)
(HS Code 901849) 109 153 275 224 158.1

안과용의 기타기기(HS 
Code 901850) 143 192 388 190 7.52

기타(HS Code 901819) 421 309 178 104 113.5
자료 : 2017, Kotra,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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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수입규제
• 의료 기기 통관은 기술 규정의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해당 제품의 통과를 증명하는 

문서를 기반으로 수행됨. 대표자 또는 수입업자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 세관 
신고서 및 우크라이나 영토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치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함

• 2014년 9월 Regulation No. 410이 발효되어 일부 UKTZED(Ukrainian 
Classification of Goods for Foreign Economic Activity) 코드로 분류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수입 시 적용되는 VAT 세율에 관계 없이 VAT 세율 7% 인하하여 
적용
- HS code 9018 ~ 9022 의 수입관세율은 0%임. 또한 부가가치세율도 7%로 인하 

적용
<표 2-28> 의료기기 관세율(HS Code 9018)

HS Code

9018 11 00 00, 9018 12 00 00, 9018 13 00 00, 9018 14 00 00, 
9018 19 10 00, 9018 19 90 00, 9018 20 00 00, 9018 31 10 00, 
9018 31 90 00, 9018 32 10 00, 9018 32 90 00, 9018 39 00 00, 
9018 41 00 00, 9018 49 10 00, 9018 49 90 00, 9018 50 10 00, 
9018 50 90 00, 9018 90 10 00, 9018 90 20 00, 9018 90 30 00, 
9018 90 40 00, 9018 90 50 00, 9018 90 60 00, 9018 90 75 00, 
9018 90 84 00, 9019~9022

관세율(EU 국가) 0%
관세율(기타 국가) 0%
VAT(의료 제품용) 7%

VAT(기본 부가가치세) (공통) 20%
자료 : 2017, Kotra,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9 Kotra

• 우크라이나의 진단기기, 의료용품(주사기 등) 은 의료기기에는 두 가지의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이 있음
- 치료용 목적이 아닌 의료용품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음
- 보건부에 등록해야 하는 모든 치료용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는 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받음
• 우크라이나 내각의 결의안 (08.04.2020, No. 27)에 따르면, 2020년 4월 15일부터 

COVID-19 대응에 필요한 상품(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관세가 면제되고, 또한 
VAT 과세도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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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이 세관에 도착 시 우크라이나 세관에서 실시하는 방사선 검역(Radiological 
Control)을 통과하고 관련 서류에 도장을 받아야 반입이 가능
- 제조사는 상품안전 보증서를 작성해야 함

의료기기 유통구조
• 우크라이나의 의료기기 유통채널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

    ① 대형 의료장비(X-Ray, 초음파 장비 등)
- 주로 규모가 크고 비싼 의료장비들은 개인병원이나 국립병원에서 구매
- 제조업체 → 수입업체 → 최종 소비자(개인, 국립병원)라는 단순한 유통구조로 

유통마진이 적음
- 국립병원의 의료기기 구매는 보통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우크라이나의 

수입업체가 해당 병원 납품 권한을 갖고 필요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납품하는 
경우가 많음

- 해외 기업은 직접 공공조달사이트에 입찰해 납품 권한을 얻기 힘들어, 주로 
공공조달에 낙찰된 우크라이나 납품 기업에 수출함

[그림 2-11] 의료기기 유통채널
자료 : 2016, Kotra, 한눈에 보는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 진출방법 

    ② 의료용품(주사기, 의료용 란셋, 치과 장비 및 기타 의료기기)
- 유통업체가 공급한 제품은 각 지역 약국체인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 제품에 

따라 약국이 아닌 병원으로 직접 납품되기도 함
- 복잡한 유통구조로 유통마진이 높으며, 단계별 마진율은 수입업체 최대 40%, 

유통업체 10~15%, 소매업체 10~40% 수준임
- 수입업체는 보통 제조업체의 지정 우크라이나 대리인(의료용품 및 기기 판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으로 제품 수입, 인증 및 판매책임
- 유통업체는 제품 운송 및 보관 관련 특별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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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의료용품 유통채널
자료 : 2016, Kotra, 한눈에 보는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 진출방법 

 
4) 유망 수출 품목 검토
• 우크라이나에서 수입, 유통, 판매되기 위해 등록된 전체 의료기기 품목은 약 6,500여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 중 한국기업으로는 대명광학, 씨유메디칼시스템, 
한일과학산업, 포인트닉스 등 기업이 약 200여 의료기기 품목 등록을 함

<표 2-29>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한국 의료기기 품목
인증 번호 상품명 제조업체 원산지 신청일 신청번호

9672/2010 안경 시력 교정 용 
플라스틱 렌즈

Daemyung 
Optical Co, Ltd 
(Korea), Daejeon 

대한민국, 중국 2010/08/12 250

9819/2010 세동 제거기 "응급 
의료"

CU Medical 
Systems, Inc. 대한민국 2010/10/18 388

9852/2010 실험실 원심 분리기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대한민국 2010/10/18 388

9857/2010 치과 용 X- 선 시스템 PointNix Co., Ltd. 대한민국 2010/10/18 388
DigiMed Corp., Ltd. 외 다수 

자료 : The State Service of Ukraine on Medicines and Drugs Control 사이트 내 오픈 DB “의료 장비 
및 의료 기기의 국가 등록”표 참조, 유라스텍 재가공
https://www.dls.gov.ua/wp-content/uploads/2018/07/%D0%A0%D0%B5%D0%B5%D0%
B5%D1%81%D1%82%D1%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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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요약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요약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 우크라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개혁은 ‘12년부터 
이루어짐 

∙ 디지털 헬스케어시장은 전체 의료 시장  (4천억 
UAH)의 1%에 불과

∙ 우크라이나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발은 우크라이나 
의료 시스템의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EU) 통합의 대외전략의 
주요 요소로 봄

∙ 우크라이나의 국가 전략인 “디지털 아젠다 
2020”에서 의료시스템의 디지털화 언급 

∙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현재 
구축단계이며 기술개발 중

∙ 디지털 헬스케어 주요 플랫폼으로는 Aksemedin 
(사립), Health Platform(사립), Doc.ua(사립), 
E-Health(국립) 있음

∙ E-Health 플랫폼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운영하고 
USAID, EDGE, WB, 여러 국제기구 등이 지원하고 
있음

∙ 주요 헬스케어 SW기업으로는 Titanovo, 
Cardiomo이 원격의료시스템 업체로는 DataGroup 
등이 있음

주요 수입 동향 유망 수출 품목
∙ 원격의료지원 제공을 위한 통신기술, 원격기관 

인프라 구축, 원격시스템 구축 -  ‘10년도에 
우크라이나 보건복지부, 유엔 (United Nations, 
UN) 및 통신 사업자 MTS UA (그 당시에 러시아의 
소유)는 우크라이나 최초의 의료 통신 네트워크를 
시작함

∙ 이스라엘 BeerCardia 의 제품/서비스 우크라이나 
수입

∙ 원격 진료 관련 품목 :
1) 정보 공유, 저장 및 전송을 위한 정보 시스템  
2) 휴대용 원격 의료 시스템 3) 원격 바이오 모니터링 
장비 4) 원격 정보 수집, 전송 장비 5) 의료 상담 
포털 6) 원격 진료를 위한 모바일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 E-Health  관련 품목 : HIS, EMR, 의학전자기록기, 
문서관리SW



55

1)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디지털헬스케어를 위한 기본 환경 구축
• 디지털헬스케어를 추진할 기본적인 환경은 구축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 예산 부족으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2-13] 디지털 헬스케어 기본환경
자료 : Piotr Arak, Anna Wócik (2020). “Transforming eHealth into a political and economic advantage.” 
Polityka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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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 
• 우크라이나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발은 우크라이나 의료 시스템의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힘 
• 유럽연합 (EU) 통합을 주요 목표로 하는 현대 우크라이나의 외교 방향을 토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 맞는 건강 2020:” (“Здоров'я 2020: український 
вимір”)이라는 프로그램을 2011년에 도입. 본 프로그램을 보면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하여 침단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의료시스템을 유럽연합 
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예상12) 

• 우크라이나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등장은 2012년부터 이루어짐 
- 의료산업 포털 플랫폼 likar.info를 관리하고 있던 "건강 플랫폼" 이사회 회장인 Tymofiy 

Badikov는 2012년에 likar.info 포털의 온라인 상담 건수가 한 달에 수천 건에 달했다고 
보도

- 2012년부터 등장하게 된 우크라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유럽연합에 가입 계획과 
연관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경제를 디지털 차원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의 
계획의 중요한 요소임

- 2019년 likar.info 플랫폼은 우크라이나 "Effective Investments" (“Ефективні інве 
стиції”) 업체의 소유가 되었고 doc.ua으로 명칭 변경. 현재 본 플랫폼에는 8,690명의 전문 
의사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함13) 

• 우크라이나는 디지털화 전략을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토대로 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에서 1995년에 Toomas Hendrik Ilves 외교관이 Tigrihupe (Tiger Leap, 

호랑이 도약)이라는 국가의 경제, 교육, 의료 시스템 등의 주요 분야의 디지털화의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1996년부터 본 프로그램은 에스토니아의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잡음. 이로 
말미암아 인구가 적고 천연자원이 풍요롭지 않고, 소련시대로 인하여 많이 뒤처지게 된 
에스토니아의 경제가 살아났고 2004년에 에스토니아가 유럽연합 (EU)과 북대서양조약 
기구(NATO)에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됨14) 

12) КАБІНЕТ МІНІСТРІВ УКРАЇНИ, РОЗПОРЯДЖЕННЯ від 31 жовтня 2011 р. №  1164-р (Київ) "Про 
схвалення Концепції Загальнодержавної програми “Здоров’я 2020: український вимір”", 
https://www.kmu.gov.ua/npas/244717787.

13) Маргарита Яковлева (2019), “Здоров’я у смартфоні: Хто та як заробляє в сегменті цифрової 
медицини,” Investory News, https://investory.news/zdorovya-u-smartfoni-xto-ta-yak-zaroblyaye– 
v-segmenti-cifrovoi-medicini/.

14) See 쉬만스카 알리나 (2019), “에스토니아의 사이버 안보 전략” in 김상배 엮음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 3.0,”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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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에스토니아의 의료 시스템은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에 의해 혁신되었고 병원과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환자와 의사에게 제공하는 편리한 전자 솔루션으로 말미암아 많은 혜택을 
제공. 에스토니아의 경우에 의료 시스템을 포함하는 디지털화 정책은 경제 개발은 물론 EU 
및 NATO, 더 나아가 OECD 가입 등의 국가 전략의 일부가 됨. 우크라이나도 역시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따라하여 비슷한 목표를 이루게끔 현재 의료시스템 디지털화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에스토니아 – 전자 처방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 사례
에스토니아는 2010년 1월 1일 국가 e-처방 서비스를 실행했다. 이 서비스는 에스토니아 
e헬스재단(에스토니아 정부와 건강 보험 기금, 여러 대형 병원 및 가정의협회들이 함께 
설립함)에서 시작했다. 관련 기능들이 신속하게 이관되었으며 의사들이 종이 처방전을 여전히 
작성해야 하는 초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역량이 집중되었다. 초기 과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e-처방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의사들이 계속 늘어났다. 지금은 전체 처방전의 99%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실시 후 약 1년 후 e-처방 사용자 중 92%가 이 서비스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2015년 설문조사에서는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디지털 서비스 중 하나에 선정되기도 했다. 

• 우크라이나 헬스케어에 대한 디지털화를 일반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보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EU) 통합의 대외전략의 주요 요소로 봄
- 본 사실은 특히 우크라이나 “디지털 아젠다 2020”에서 명확하게 나타남

• 우크라이나 “디지털 아젠다 2020”을 보면 의료시스템의 디지털화 언급 
- “디지털 아젠다 2020”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국가전자건강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시스템을 성립하는 것. 
EHR은 개별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체계화 된 전자 데이터의 동적 세트로, 의료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참가자들 간에 정보 교환을 제공하는 플랫폼15) 

•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규모는 전 의료 시장 (4천억 UAH)의 1%에 불과16) 
- 우크라이나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의 속도는 생각보다 느리고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경제의 느린 디지털화의 증거이기도 함. 그런 가운데 아직 많이 개발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은 큰 가능성을 보이며 외국 투자를 위한 유용한 영역이기도 함. 
Ukrainian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Associatio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최근에 R&D 허브가 되었으며 해외 투자를 위한 본거지가 되어 매년 글로벌 기술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17) 

15) Цифрова адженда України – 2020, («Цифровий порядок денний» – 2020).
16) Маргарита Яковлев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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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자건강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 EHR) 도입의 주요 단계:18)
-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국 규범 및 표준 성립
- Computerized Medical Record 시스템의 도입: 의료 기록의 디지털화, 보관 및 예약 기능 

소개에 대한 체계적인 작업
-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의 도입: 환자의 의료 기록은 디지털 형식으로 보관되고 

종이 카드에 중복이 필요 없어짐
- Electronic Patient Record 도입: 다양한 의료 기관의 환자 데이터는 하나의 데이터 

베이스에 통합된 형태로 저장됨
- Electronic Identifiers 도입: E-Health 시스템 사용자의 신분 확인 도구

• 국가전자건강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추가 기능:19)
- epSOS (smart open service for European patients): 유럽연합 국민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치료를 볼 수 있게끔 유럽연합 측은 제공하는 의료 기록 데이터베이스
-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내과 전문가에게 환자 증상에 관련된 치료를 

처방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 ePrescription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짐
   ① eCapture: 의사 컴퓨터에서 전자 처방전 발급
   ② eTransfer: 병원에서 전자시스템으로 해당 약국에 처방전 송부
   ③ eDispensation: 환자가 약을 구매에 대한 약국에서 의사에게 보내는 전자 확인증
   ④ TeleHealth 시스템: 장거리 실시간 의사 상담
   ⑤ eMedical Claim Forms: 환자가 국립 및 사립 건강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위한 전자 영수증 데이터베이스

2)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시장구조 특성

•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스템은 현재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개발 중
-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부-사업-민간 간의 상호 작용을 추구하면서 사업 (타국 사업 포함)과 

국민 등의 모두가 같이 개발하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튼튼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설립하고자 함 

17) Ukrainian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Association (2020), "Investments into Ukrainian startups 
in 2019: Ukrainian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Overview," http://uvca.eu/ en/news 
/investments-into-ukrainian-startups-in-2019-overview

18) Цифрова адженда України – 2020, («Цифровий порядок денний» – 2020), pp. 63-64
19) Цифрова адженда України – 2020, («Цифровий порядок денний» – 2020),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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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운데 2019년 4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가정의 병원에서 발행한 680만 건의 
전자 처방전을 발급했고 그 중에 84%가 우크라이나 내부 약국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16%가 
해외에서 사용되었음. 우크라이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도입기에 있으며,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래서 2019년 말에 우크라이나 정부각료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아젠다” 
라는 개발 계획서 승인. 아젠다는 아래와 같음

<표 2-30> 우크라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아젠다
개발 단계 도입 방법 담당 기관 도입 시점 (기간)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화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 구조 및 규칙 
승인 디지털혁신부, 보건복지부 2019년 11월 

30일 (승인)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념의 위한 

마스터플랜 승인 
디지털혁신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당국
2019년 12월 

15일

개발 
기존 건강 관리 정보 시스템  검사 디지털혁신부, 보건복지부 2019년 11월 

15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의 향후 개발 및 승인 

디지털혁신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당국

2019년 10월 
31일

안보 
의료 정보의 저장 및 전송을 위한 
기술적인 표준 도입 계획의 분석 및 

승인
디지털혁신부, 보건복지부 2020년 01월 

01일

규표준화, 
규범화 및 기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내에 정보 
통신 표준 분석 및 성립 보건복지부, 디지털혁신부 2020년 01월 

01일
디지털 헬스에어에 대한 공통 전략 

승인
(자회사) Electronne Zdorovia 

(Електронне здоров'я),  
디지털혁신부, 국립보건당국, 

보건복지부
2019년 10월 

31일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 전략 승인

(자회사) Prozorro 
(Прозорро), 디지털혁신부, 

국립보건당국, 보건복지부
2020년 1월 1일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 자금 조달 및 
전문가 지원 부여 계획에 대한 국제 
기술 지원 프로젝트와의 조정

디지털혁신부, 국립보건당국, 
보건복지부

2019년 11월 
15일

디지털 문서, 양식 및 데이터로 
점진적으로 의료 서비스 전환을 위한 

규범 개발
디지털혁신부,  보건복지부 2020년 06월 

01일

재정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 보호 및 구현을 

위한 필요한 자금의 평가 
디지털혁신부, 국립보건당국, 

보건복지부
2019년 12월 

01일
국제 및 국내 행위자간의 자금 모델 

개발
국립보건당국, 보건복지부,
(자회사) Electronne Zdorovia 

(Електронне здоров'я)
2020년 01월 

01일
자료:  Ukrainian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Association (2020), "Investments into Ukrainian 
startups in 2019: Ukrainian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Overview," http://uvca.eu/en/news/ 
investments-into-ukrainian-startups-in-2019-overview, 유라스텍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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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 우크라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립 플랫폼은  E-Health

- 본 플랫폼은 우크라이나 "디지털 아젠다 2020" 언급되어 있는 바로 전자 등록 시스템 
(Electronic Health Record, EHR)임. E-Health 시스템은 2017년부터 테스트 모드로 
작동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정상적인 작동을 시작함

• 우크라이나 E-Health를 위하여 지원을 해 주는 타국 기관 및 국제기구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 Expert Deployment for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EDGE, Canada).
- The World Bank.
-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 E-Health에 관련된 우크라이나 집행기관 내의 추진체계 (organizational structure) 

[그림 2-14] 우크라이나 국립 플랫폼 E-Health 추진체계

• 내각은 우크라이나에서 헬스케어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조정하는 주요 기관임. 내각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모든 아젠다를 승인해야 본 아젠다가 진행됨 
- 우크라이나 E-Health의 추진체계를 보면, e-Health와 관련된 ODA 지원을 받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Transparency International 
Ukraine를 두어 감사역할을 하도록 우크라이나 E-Health 추진체계의 일부가 됨. 

- 우크라이나 디지털혁신부와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다양한 아젠다를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승인을 내각으로부터 획득

- 국립보건당국은 원래 보건복지부의 하위의 기관이지만 국립 디지털 헬스케어를 
개발하는 데에 보건복지부 및 디지털혁신부의 제어를 받음.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디지털 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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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ealth 협회 (E-Health Association)는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국립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임. E-Health 협회는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자회사 Electronne Zdorovia 사업을 추진 중임

• Ministry of Digital Transformation

기관명 
   우크라이나 디지털혁신부(Ministry of Digital Transformation)

설립년도 2019년 9월 2일 
개요 전자 정부, 정보화, 정보 사회의 발전, 국가 전자 정보 자원의 형성 및 사용, 공공 기관의 

디지털화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실행을 담당하는 우크라이나 국가 집행 기관
장관 Mikhail Fedorov  

홈페이지 https://thedigital.gov.ua/
대표 연락처 tel: 38 (044) 207-17-48

• National Healthcare Agency 

기관명  국립보건당국 (National Healthcare Agency)
설립년도 2017년 12월 27일 

개요 
우크라이나 국립보건당국은 인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국가 재정 보장 분야에서 
국가 정책을 실행하는 중앙 집행 기관임. 국립보건당국의 활동은 보건부 장관을 통해 
우크라이나 장관 내각에서 지시하고 조정

담당 기관  정부각료 
회장 Movchan Oksana Sergeevna

홈페이지 https://nszu.gov.ua/en
대표 연락처 email: info@nszu.gov.ua / tel: 38 (044) 426 67 77

• E Health 

기관명 
 E Health 

설립년도 2017년 9월 

개요 
의료 서비스 회계 자동화 및 의료 정보 관리를 전자 형식으로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정보 
통신 시스템임. 여기에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통한 자동 데이터 교환이 제공되는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의료 정보 시스템이 포함됨

담당 기관  우크라이나 보건부 및 정보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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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에는 4가지의 성공적인 디지털 의료 시스템 플랫폼 존재
<표 2-31> 우크라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주요 플랫폼

플랫폼 명칭 국립/사립 주요 목표 웹사이트
Aksemedin 
(Аксемедін) 사립 우크라이나 보건직원의 교육 

양상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https://health.kievcity.gov.
ua/content/aksemedin.html

Health Platform 
(Платформа здоров'я) 사립 

우크라이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의 비전을 개발하기 
위한 국민 간의 상호작용 플랫폼 

https://www.facebook.com/
healthplatformorgua/

Doc.ua (과거에 
likar.info) 사립 사립 병원 검색 및 예약 플랫폼 https://doc.ua/

E-Health 국립
국립/사립 병원, 약국, 환자 
등을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https://ehealth.gov.ua/

자료 : 유라스텍 가공
•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생산기업20)

- ARanEd: 뼈 및 관절의 구조를 스캔하고 시각화하는 디지털 플랫폼
- LifeTracker.io: 기분 변화와 감정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여 일상 활동을 

최적화하고 목표 달성을 단순화하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선택을 촉진하는 시스템
- Titanovo (현재 TeloYears으로 알려짐, 우크라이나 기업, 미국 본사): 학술 연구, 

의사 및 기업 건강 프로그램을 위한 비침습적인 재택 DNA 검사 서비스 (웹사이트: 
https://www.teloyears.com/home/)

- Cardiomo: 생체 신호를 추적하고 심장 수술의 이상을 감지하는 디지털 바이오센서 
(웹사이트: https://cardiomo.com/)

• 우크라이나 원격 의료 시스템 민간 생산기업
- DataGroup (우크라이나) (웹사이트: https://www.datagroup.ua/en)
- 2014년 Datagroup은 우크라이나의 9개 도시의 의료 시설에서 광섬유 통신 채널을 

구축하여 원격의료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기여함.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시설로는 
다음과 같음21)
∙ Vinnitsa Regional Children's Hospital
∙ Volyn Regional Children's Territorial Medical Community

20) Piotr Arak, Anna Wócik (2020).
21) DataGroup (2014), https://www.datagroup.ua/en/novyny/datagrup-prodovzhuye-rozvivati- teleme 

dicinu- v-ukrayin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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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MATDET Lviv Regional Children's Clinical Hospital
∙ Kherson Children's Regional Clinical Hospital
∙ Crimea Republican Diagnostic Centre (Simferopol)
∙ Mykolayiv Regional Children's Hospital
∙ Zhytomyr Regional Children's Clinical Hospital
∙ Institute of Emergency and Recovery Surgery, named after V.K. Gusak, 

Academy of Medical Sciences of Ukraine (Donetsk)

우크라이나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경쟁력 수준
• 2017년 EU에서 조사한 동유럽 지역 6개국(아르마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의 e-Health 수준 평가 연구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의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경쟁력은 모든 항목에서 지역의 다른 5개국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13개 관점에서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32> 우크라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경쟁력 수준 평가(표)

관점 점수 순위(6개국 대비)6개국* 평균 우크라이나
1: 보건정책/규제/공공리더십 약 40점 약 28점 6위
2: 지배구조/관련기관/네트워크 약 48점 약 30점 6위
3: 기반/기술/시스템 약 57점 약 47점 5위
4: 상호호환성/일회성원칙 약 48점 약 33점 5위
5: 혁신/조사 약 28점 약 9점 6위
6: 서비스/진전도 약 45점 약 45점 5위
7: 성숙도/통합 약 46점 약 34점 4위
8: 경제/비즈니스/시장 약 48점 약 43점 3위
9: 보유역량/자원 약 42점 약 28점 6위
10: 개인정보/보안 약 67점 약 60점 5위
11: 빅데이터/IOT 약 31점 약 7점 6위
12: EU와의 협력 약 54점 약 47점 5위
13: 관련 프로젝트/추진과제 약 57점 약 42점 5위

자료: KANTOR Management Consultants, HARMONISATION OF THE DIGITAL MARKETS IN THE 
EASTERN PARTNERSHIP, eHealth Study Report, December 2017, 유라스텍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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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의 디지털헬스케어 시장경쟁력은 EU 평균수준에 
비해서는 극히 낮은 수준이며, 관련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시장 상황은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에게는 진입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림 2-15] 6개국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경쟁력 수준 평가(6개국 평균)
자료: KANTOR Management Consultants, HARMONISATION OF THE DIGITAL MARKETS IN THE 
EASTERN PARTNERSHIP, eHealth Study Report, December 2017

3) 주요 디지털헬스케어 수입 동향
• MTS UA (2007-2015년 사이 러시아의 MTS 통신사의 일부, 현재 아제르바이잔 

NEQSOL Holding 및 영국 Vodafone의 공동 소유)사의 의료통신네트워크
- 1992년에 성립된 우크라이나 주요 퉁신사인 UMS사는 2007년도에 러시아 MTS 

통신사와 합쳐 MTS UA가 됨
- 2010년도에 우크라이나 보건복지부, 유엔 (United Nations, UN) 및 통신 사업자 

MTS UA는 우크라이나 최초의 의료 통신 네트워크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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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네트워크에는 우크라이나 보건복지부(Clinical Research Telemedicine 
Center), 도네츠크 주 (우크라이나 동쪽) 및 자카르파탸주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 
병원들이 참여함

• 본 네트워크는 우크라이나에 원격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의료 기관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크라이나 원격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가 됨

• 2014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둘러싼 갈등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양국 협력이 끊어져, 본 프로젝트는 러시아 소유 아닌 다른 나라의 원격 의료 
업계를 찾게 되었고, 그 중 이스라엘과 가까운 협조를 성립함

•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 포로셴코 (Petro Poroshenko)는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에서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14년에 우크라이나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화 필요성에 대해 입법함. 기술 도입을 주장한 포로셴코 대통령은 
해외에서 의료 통신 기술 수입을 강조함
- 강대국이 아닌 중견국 (middle power)인 이스라엘의 디지털화를 우크라이나의 모델로 

선발하고 이스라엘 의료 통신 기술을 우크라이나로 수입함
-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많은 이스라엘의 기업 중에서 심사를 통해 하이파 시에 위치한 

BeerCardia 사(https://beecardia.com/)가 선발됨
- 농업 지역으로 알려졌고 시골 인구가 많은 우크라이나 남쪽 오데사 주는 BeerCardia의 

기술을 도입한 최초의 우크라이나 지역. 2014년 수십개의 BeerCardia사 원격 의료 시스템 
키트가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에 위치한 마을병원 등, 의료기관에 전달됨

• 우크라이나의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및 서비스 제품에 대한 수입 방법은 우크라이나의 
정부입찰에 의한 선발과 우크라이나 기업과의 직접 거래로 나타남
- 디지털헬스케어의 대표적인 수요처로는 우크라이나 보건복지부, 국립 및 민간 의료 

기관 들임
•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 및 좋은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전시회 등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음

4) 유망 수출 품목 검토
• 원격 진료 관련 수요 품목

- 의료 정보 커뮤니케이션 : 의사, 병원 및 환자 간의 의료 정보 공유, 저장 및 전송을 
위한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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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원격 의료 시스템 : 위성 광대역, 무선 데이터 전송 장비, 휴대용 컴퓨터 장비, 
화상 회의 통신 수단, 구급차 열차 및 비상 트롤리 기반의 의료 장비

- 원격 바이오 모니터링 장비 : 환자의 건강 상태를 동적으로 관찰하는 시스템
- 가정용 원격 의료 : 환자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장비
- 원격 진료를 위한 모바일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 디지털 헬스케어, E-Health 관련 수요 품목
- 의료 기관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
- 병원 정보 시스템 (HIS)
- 전자 의료 기록 (EMR)
- 의학 전자 기록기
- 의료기관의 문서 관리

• 디지털 방사선학 관련 수요 품목
- PACS
- 방사선 정보 시스템 (RIS)
- 방사선학의 3D 시각화
- X선 방사선 촬영 시각화를 위한 특수 목적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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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서비스 분야
요약

• 의료서비스 분야 요약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 ‘16년 전체 의료비는 5.3억달러로 국내 총생산 
(GDP)의 5.3%를 차지했으며, 의료기관 수 증가에 
따라 의료 복지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의료기기의 
70% 이상은 교체 시기가 15~20년 이상 지난 것으로 
알려졌음

∙ 공공의료시장: 국공립병원을 통해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경기 침체로 정부 
예산 부족 심화

∙ 민간의료시장: 경쟁이 치열하여 지속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유치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

∙ 전체 의료서비스의 85%를 국립의료서비스가 담당함
∙ 민간 병원중에는 치과진료소가 많았고, 민간 병원의 

40%가 수도 키예프에 있으며, 전체 국민의 약 20% 
가량이 민간병원 이용

∙ 민간병원 중 진료과목이 많은 중소형 종합병원은 
60여개, 이 중 지점을 운영하는 병원은 10여 개에 
불과(Oberig, Borys, Oxford Medical, Dobrobut, 
Medikom 등)

∙ 민간병원 선택이유로는 지인추천, 능력 있는 의사, 
편리한 위치 순서였음

주요 수입 동향 유망 수출 품목
∙ 외국과 합작 병원 설립 증가 추세 - 독일 투자 병원

“CLINIC EUROPEAN ONCOLOGY” 등
∙ 줄기세포 치료기술 합작병원 설립에 대한 수요 파악
∙ 한국의 선진 디지털헬스케어 의료서비스 

1)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력으로 2016년 전체 우크라이나 의료비는 5.3억 달러로 국내 

총생산(GDP)의 5.3%를 차지했으며, 의료기관 수 증가에 따라 의료 복지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의료기기의 70% 이상은 교체 시기가 15~20년 이상 지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대는 어려운 상황임

공공의료시장
• 우크라이나의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는 의료개혁이후 지금의 모습으로 정립됨

-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우크라이나는 국민에게 곧바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지는 못하였으며, 환자의 치료 단계에 
대한 명확한 상호작용 패턴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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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수십 년 간의 논쟁과 교착 상태를 겪은 후 2017년에 1차 의료기관의 개혁을 
위한 주요 조치가 취해졌음. 2017년 10월 19일 우크라이나의 Verkhovna 
Rada(의회)는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제공에 관한 법률 No.6327을 승인했음. 이 
개혁은 1차 의료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동안의 의료기관을 위한 예산 
투입에서 환자를 위한 예산 투입(제공된 의료서비스)으로 전환했음. 동시에 우크라이나 
National Health Service는 서비스 자금 조달에 할당된 예산 자금을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하며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주요 중앙집행기관이 되었음

-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보건의료 개혁에 따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는 1차 가정의학 
연구소, 2차 전문병원, 3차 고특화병원, 4차 응급병원으로 구분됨. 전체 의료서비스의 
85%를 국립의료서비스가 담당함

• 기본적으로 1차 진료는 가정 의학과 외래 진료소에서 제공되며, 이는 지역 병원, 종합 
병원, 시골의 외래 진료소 및 응급산부인과 지점을 기반으로 함. 1차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단위를 관리하고 의약품 및 의료 장비를 배포. 1차 의료기관은 가장 흔한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함
- 1차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일반의 및 2018년부터 도입된 가정의로 구성되어 있음. 

1차 의료기관에서는 가정의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 가정의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자의 모든 증상을 고려하여 치료를 처방 할 수 있음

- 가정의 제도의 도입은 1차 병원의 서비스를 국민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1차 병원의 의료진이 어린이부터 은퇴 연령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

- 가정의는 일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자의 모든 증상을 고려하여 
치료 처방 가능. 그의 책임에는 건강 검진, 정기 예방 검진 등도 포함. 환자는 
과거에는 권장 사항을 처방받았지만 아무도 그 실행을 모니터링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가정의는 직접 관리함. 가정의가 평생 동안 온 가족(어른과 어린이)을 
감시한다는 사실 때문에 적시에 심각한 질병을 발견하고 조기에 식별 할 수 있음. 
가정의의 임무는 환자의 경로를 표시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검사를 위해 
전문가에게 환자를 안내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들에게 자가진단 및 예방 조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

- 2018년 11월 현재 2천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개혁의 첫 단계인 가정의 
를 선택하고 계약했음

- 한 가정의가 맡는 환자의 수는 2000 – 2500명 정도에 달함
- 한 명의 환자에 대해 가정의에게 배정된 예산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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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 0 – 5세    : UAH 1,480 (약 53달러) 
6 – 17세   : UAH 814 (약 30달러) 

성인 : 18 - 39세 : UAH 370 (약 13달러) 
40 - 64세 : UAH 444 (약 16달러) 
65세 이상  : UAH 740 (약 26달러) 

• 2차 의료기관
- 2차 전문의료는 응급 상황에서 외래 또는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제공되며, 관련 

전문의 의사가 환자에게 질병, 부상, 중독, 병리 및 생리적 상태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 및 예방을 제공함. 2차 진료는 종합병원, 재활병원, 전문의료센터 등에서 입원 
환자 단위로 제공됨

- 우크라이나의 국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말 우크라이나에는 1,700개의 
우크라이나 2~4차 의료서비스 제공 병원이 있고, 10,400개의 폴리클리닉이 있음. 
도합 309,000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 2018년까지 우크라이나 중등 수준의 모든 기관을 약 100개의 병원 지구로 통합 
할 계획

- 2차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로는 가정의가 결정. 질병을 확인하고 환자를 전문가에게 
보냄. 이러한 시스템은 치료 과정을 크게 가속화함

• 3차 의료기관
- 3차 진료는 2차와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지만, 첨단 장비와 고도로 

전문화 된 의료 절차를 사용함. 3차 치료 서비스 제공은 고도로 전문화된 의료 
기관에서 수행함

• 4차 의료기관
- 4차 진료의 구급차 시스템의 개혁은 호출된 구급차가 환자에게 적시에 도착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개혁의 목표는 도시에서 구급차의 이동 시간이 10분 이상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이전에는 여러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구급차 
및 응급 치료의 모든 구조가 개별 병원 구조에서 벗어나 극한의학 및 재난의학 
통합센터로 통합되어 운영됨22) 

22) Модель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 Украине, 
https://ru.wikipedia.org/wiki/%D0%97%D0%B4%D1%80%D0%B0%D0%B2%D0%BE%D0%BE%D1%85
%D1%80%D0%B0%D0%BD%D0%B5%D0%BD%D0%B8%D0%B5_%D0%BD%D0%B0_%D0%A3%D0%BA%
D1%80%D0%B0%D0%B8%D0%BD%D0%B5   



70

• 우크라이나는 국공립병원을 통해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경기 침체로 정부 예산 부족 심화
- 국공립병원의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 신규 의료기기 구매 능력 감소
- 전체 의료서비스의 85%가 국립병원에서 이루어짐
- 민간 병원중에는 치과진료소가 많고, 민간병원의 40%가 수도 키예프에 있으며, 전체 

국민의 약 20% 가량이 민간병원 이용
- 공립병원 진료는 무상이나, 환자들이 치료 재료나 약품을 직접 구입해야 하므로 

저소득 계층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워 디프테리아, 콜레라, 결핵, 백일해 등 
질병 및 사망률이 높음

• 국공립병원의 의료기기 납품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시행하고 있음
- 복잡한 조달 프로그램 승인 절차,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 상존
-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조달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우크라이나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의료 인력의 고령화 추세가 늘어나고 있음. 
향후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급격히 부족할 수 있다고 봄. 2017년 보건부에 
따르면 총 의사 수는 186,178 명이며 그중 은퇴 연령의 비율은 24.5 % 이었음
- 의사 수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 인력의 낮은 급여 수준 때문임. 요즘 

공립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급여를 높게 주는 개인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들 많음. 
- “건강 지수. 우크라이나-2018 "연구에 따르면 의사의 작업에 대한 최고 만족도는 

소아과 의사-77.6 %, 지 가정 의사-75.8 %, 치과 의사-71.4 %의 영역에서 차지했음. 
반면, 의사의 작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상설관 의사-55,9%, 산부인과 병원 
의사-64.1%를 차지했음

민간의료시장
• 국립병원과는 달리, 민간 의료 서비스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여 지속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유치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
- 한편, 우크라이나 내 현대적 시설을 보유한 민간 병원이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신규 

의료기기 수요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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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과 합작하여 생긴 민간병원
기관명 CLINIC EUROPEAN ONCOLOGY

설립 년도 2009년 
홈페이지 https://www.innovacia.com.ua/eng/

투자자 / 국가 독일 / 의료기기 제공 
대표자 Materacka Kristina Mikoilovna  
직원수 182명 

매출액 (2019년 기준) 4 740 977 USD

개요
종양 클리닉 INNOVATION은 2009년 10월에 독일 투자자와 협력을 해서 
설립됨.  클리닉 서비스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조지아, 몰도바,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환자가 
사용함. 평균적으로 1년에 걸쳐 26,000명이 넘는 환자 방문함. 

기관명 Boris medical center
설립 년도 1993년 
홈페이지 http://boris.kiev.ua/en/

투자자 / 국가 Highjov Trading Ltd / 키프르 (22,59% 주식 보유) 
협력 방법 병원 설립 할 때 투자를 했음 

대표자 Mikhail Raduckyi  
직원 수 200명

개요 24시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클리닉 
기관명 Into Sana

설립 년도 1995년 
홈페이지 https://kiev.into-sana.ua/

투자자 / 국가 Siguler Guff&Company / 미국 
협력 방법 의료 보험 서비스 및 의료기기 제공 
직원 수 46명 
대표자 Kravchuk Yurii Dmitrievich 

매출액 (2019년 기존)  595 147 USD
개요 2012년에 미국 투자 회사와  Siguler Guff&Company 협력을 했고, 현재 

우크라이나 4도시에 9개 클리닉을 보유 하고 있음
자료 : (https://biz.censor.net/resonance/3035914/komu_prinadlejat_chastnye_kliniki_ukrainy) 

• 민간 의료 서비스 시장의 또 다른 추세는 기관의 영역을 확장하고 의료 센터 네트워크를 
개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를 확대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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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인구의 4.5% 이상이 민간 의료 서비스를 사용함. 그러나 
2018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인구의 2.1%만이 민간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며, 
또 다른 1.9% 는 집에서 의사를 부르는 서비스를 사용했단 결과가 나왔음
- 아래 표를 보면, 2018년 우크라이나의 개인 병원 선택에 기여한 주요 요인은 친척의 

친구 / 친척의 추천이었음
<표 2-33> 우크라이나 의사 또는 병원을 선택하는 이유 (2018 년, %)

개인 병원 선택한 이유 응답자 선택 (%)
친구 / 지인 / 친척 추천 39,4

자격이 있는 의사 38,3
편리한 위치 14,9
친절한 의사 14,5

다양한 질병을 치료 할 수 있는 것 9,8
대기 시간 7,9

공립병원과 달리 높은 의료 서비스 7,9
필요한 장비의 가용성 9,3
접근한 서비스 비용 6,7

자료: 2019년, 우크라이나의 의료 서비스
• 우크라이나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키예프는 민간 의료 시장의 주요 지역임. 

대부분의 병원은 도시에 있고 그 다음에 Kharkov, Dnipro, Odessa 및 Lvov에 
위치하고 있음

[그림 2-16] 2018년 우크라이나 민간 의료 서비스 지역 구조
자료 : 2019년, 우크라이나의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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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2016년 및 2018년 우크라이나의 민간 의료 서비스 시장의 별 구조(%)
자료 : 2019년, 우크라이나의 의료 서비스

[그림 2-18] 2018년 우크라이나의 민간 의료기관 분야별 점유율 (%)
자료 : 2019년, 우크라이나의 의료 서비스

•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의료기기 개선, 보건의료강화, 병원 네트워크 
개선 등을 실행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내 현대적 시설을 보유한 개인 병원이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신규 의료기기의 수요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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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병원 수 및 침상 수
• 2012년부터 2017년의 5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병원 수는 3분의 1로 줄어들었음. 

2012년 2,500 개였던 병원 수는 2017년도에 1,700 개로 감소. 병상 수 또한 2012년 
404,000 개에서 2017년 308,000 개로 23.5% 감소 

• 한편 외래 환자 진료소는 25.3 % 증가하여 10,400 개로 증가

2)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민간 병원 순위 

• 비즈니스 포털사이트 Delo.ua의 2019년 우크라이나 민간 병원 순위조사에 따르면,  
종합병원 Adonis, Boris, Dobrobut, Eurolab, Іnto-Sana, Ingo, Healthy & 
Happy, Medicom, Medbud, Medisvit, Oberig, Oxford Medical 등의 병원이 
소비자의 표를 얻음. 

• 그러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Top 3 업체는 Medical Plaza (드네프르), Odrex (오데사) 
그리고 Impuls(끼예프) 사로 나타남

• 주요 평가 지표로는 국내/외국 투자자, 병원 접근성, 의료서비스 가격, 의료 인력의 
전문성, 의료서비스 품질, 가격대비 서비스 품질, 지사의 수 등임. 민간병원을 많이 
찾는 이유로는 의료서비스 품질을 꼽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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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2019년 우크라이나 민간병원 순위
자료 : https://delo.ua/special/strahovschiki-nazvali-samye-luchshie-chastnye-kl-3566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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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환자들은 이스라엘 등 외국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가기도 함23)
- Treatment in Israel: diagnostics, cancer, lymphoma, diseases of the spine, 

intervertebral hernia, epilepsy, infertility
- Treatment in Germany: diagnostics, cancer, leukemia, melanoma, 

intervertebral hernia
- Treatment in Turkey: cancer, psoriasis, prostate adenoma, asthma, 

diabetes, cerebral palsy, prostatitis, IVF, hair transplant
- Treatment in India: hepatitis C, cancer, organ transplantation, ayuverda 

treatment
- Treatment in Latvia: virotheraphy, presthetic joints, varicose veins, 

prostatic cancer
- Treatment in France: cancer, plastic surgery, mammoplasty
- Treatment in Poland: cancer, radiotherapy, heart surgery, operation TAVI, 

neurosurgery, orthopedics, joint replacement, hip arthroplasty  
- Treatment in Belarus: cancer, organ transplantation, bone marrow 

transplantation, asthma, speleotherapy, leukemia, radiotherapy 
- Treatment in Hungary: sanatoriums, heviz, sarvar, balatonfyured, 

oncompass, psoriasis, spinal diseases, joint diseases
- Treatment in Austria: diagnostics, cancer, lymphoma, cardiology, varicose 

veins, joint replacement, laparoscopy 
주요 수입 동향

• 우크라이나 해외의료서비스는 외국자본 단독 설립보다는 합작병원설립 추세
- 독일 투자병원 Clinic European Oncology 등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키예프 시에는 미국, 유럽 등의 투자를 받아 설립된 민간병원이 다수 
존재함

- 한국과의 투자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의향이 있음 
유망 수출 품목

• 줄기세포 치료가 합법화 됨에 따라 줄기세포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수요 발견
• 한국의 선진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및 의료기기 도입한 합작병원

23) https://uamt.com.u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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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산업 시장 현황 분석 종합
1) 시장 분석 종합

현지 산업 규모 및 성장성
• 우크라이나는 2014년 초 유로마이단 운동(친서방주의 반정부 시민운동)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소 불안한 정치, 경제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고, 2020년에는 적어도 3%의 경제 
성장을 예상하였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기구 등에서는 성장률을 
–9.9%를 예상함

• 2019년 2분기 기준, 우크라이나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 14.9% 증가
•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전 세계 46개국과 FTA 체결을 통해 교역 활성화 기대
• 우크라이나는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제약 

및 의료기기의 수출 허브 및 주변 국가로의 확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
• 우크라이나 제약시장 규모는 2018년 약 31.3억불 규모로, 향후 연평균 6.7% 이상 

꾸준히 성장하여 2023년 약 43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은 중앙 및 동유럽(CEE) 지역에서 12번째로 큰 시장이며, 

2018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5억8천2백만 달러에 달함.24) 2015~2020년 연평균 
성장율(CAGR)은 US 달러 기준으로 5.9%의 증가율(현지 통화 기준 12.1%)로 추정됨

• 우크라이나는 의료 개혁에 따라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국 의료기기 제조 수준이 미약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약 90%가 

수입제품이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독일, 미국, 일본 등이 있음.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7대 수입국에 속함

•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세, 현지화폐 강세, 거대한 인구와 고령화, 동부 내전으로 
파괴된 의료시설 재건 등 의료산업에 여러 긍정적인 요인이 존재

24) National Statistics, Fitch Solutions, Medical device market, Key ratios 2018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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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규모는 전 의료 시장 (4천억 UAH)의 1%에 불과. 
그런 가운데 개발 및 해외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많아 보임

•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력으로 2016년 전체 우크라이나 의료비는 5.3억달러로 국내 
총생산(GDP)의 5.3%를 차지

현지 산업의 공급역량
(1) 제약·의약품 영역
• 우크라이나 제약시장에는 고가 제품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자국의 

기업들은 저가의 제네릭의약품 및 비타민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의 2/3을 
차지하고 있음. Kyiv, Lviv, Kharkiv 등의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음

• 의약품 정부 조달시스템의 경우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해외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음. 2016년 5월 31일 의회의 결정에 따라, 유럽에서 승인된 
의약품에 대한 등록 절차가 단순화 됨

• 우크라이나 의약품 수입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20.3억불 규모이며, 2023년에는 
32.3억불로 증가하여 연평균성장률 약 9.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입 교역국에는 독일(3.3억불), 프랑스(1.4억불), 인도(1.3억불), 미국(1.0억불) 및 
이탈리아(1.0억불) 등이 포함됨(‘17, ITC). 뒤를 이어,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위스 순이며, 한국은 740만 불 수준으로 33위 순위로서 미미한 수준임

(2) 의료기기 영역
• 의료기기 시장의 약 90%는 수입 제품에 의존하며, 이미 많은 유명 의료기기 회사 들이 

진출해 있음
• 2017년 상반기 우크라이나의 의료기기 수출 금액은 5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4.5% 증가함. CIS 국가 및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많았으나,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유럽국가와 교역 증가세 노르웨이, 영국, 폴란드, 체코와의 교역이 크게 증가

(3)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
•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발은 우크라이나 의료 시스템의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 
• 우크라이나의 디지털헬스케어 경쟁력은 주변국가들의 평균 및 유럽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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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 서비스 영역
• 우크라이나 의료서비스 기관의 수는 증가하여 의료 복지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의료기기의 70% 이상은 교체 시기가 15~20년 이상 지난 것으로 알려졌음
• 우크라이나 국립병원에서의 의료 인력의 고령화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고 예상함
• 국립병원과는 달리, 민간 의료 서비스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여 지속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유치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 우크라이나 내 현대적 시설을 보유한 민간 병원이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신규 의료기기 수요도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요 특성

•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의 제품은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제약, 
의료기기 제조, 병원 설립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을 희망하고 있어 
현지 진출의 기회는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 제약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제약업체 혹은 다국적 제약기업 등과 제품 수출, 
임상시험 및 기술수출 등을 통해 협력 중

• 우크라이나에서 수입, 유통, 판매되기 위해 등록된 전체 의료기기 품목은 약 6,500여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그 중 한국기업으로는 대명광학, 씨유메디칼시스템, 
한일과학산업, 포인트닉스 등 기업이 약 200여 의료기기 품목 등록을 함

•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스템은 현재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개발 중이며 한국의 기술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민간의료센터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외국과의 합작병원이 늘고 있음.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제도, 장비를 토대로 현지에 합작병원을 신설하여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의 환자들을 유치하는 등의 진출 가능
현지 산업의 경쟁구조

• 우크라이나는 수입의약품, 수입의료기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우크라이나의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경쟁력은 모든 항목에서 지역의 국가들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기술력을 투자하여 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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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건산업 정책 현황 및 동향

1. 우크라이나 보건산업 정책 개요
1) 보건정책 수립과 정책 개요

주요 질환
• 우크라이나 의료산업은 기존의 사회주의 시대의 무상 의료 시스템 영향권 하에 크게 

발전하지 못하며, 대체로 열악한 상황
- 2016년 WHO와 미국 USAID의 지원 하에 독립 이후 최초의 의료개혁 실시 중
- 현 시점에서 의사들이 국제 의료기준 및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우크라이나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의약품 중 대다수가 정품이 아니라는 조사결과 
역시 발표된 바 있음

• 우크라이나의 주요 질병은 대부분 심장병 및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이며, 2016년 
가장 높은 DALYs는 심장질환, 암, 근골격계 질환이었음
- 하지만 서유럽에 비해서 전염성 질환율도 높으며, 특히 HIV의 높은 유병율이 문제가 

되고 있음
- 당뇨병 환자가 인구의 약 6.5%로 주변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그 증가율이 매우 

높아 향후 주요한 질병이 될 것으로 보임. 이는 도시화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 및 
비만에 기인함

• 세계에서 러시아에 이어 심혈관 질환 사망률 세계 2위, 암/결핵 사망률 유럽 2위(WHO 
2017년 보고)
- 2016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사망자의 약 13%가 각종 암으로 인한 것이었음. 환자 

치료 및 의약품의 부족으로 인해 그 심각성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심혈관 질환이 남성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사망자의 68% 이상이 순환기 이상으로 

인한 질병에 의한 것임
• 주요 사망원인(‘17): 관상동맥질환(53.6%), 뇌졸중(16.0%), 폐암(2.5%), 결장-직장암 

(2.2%), HIV/ AIDS(1.5%) 
- HIV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약 22만 명이 HIV/AIDS 양성으로 알려져 있음
- HIV/AIDS는 면역체계 약화로 인해 결핵 등 타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빠른 

검진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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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고, 21.3%가 비만임

[그림 2-20] 우크라이나 주요 질환 및 요인별 사망률
자료 : 2019년, kotra, 우크라이나 의료보건사업 

정부정책 및 개혁
• 2018.1.1. 의료개혁법이 제정 및 발효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25)

- 국공립병원 유지와 운영에 주로 사용되던 정부 예산을 환자 치료 서비스 개선에 
사용되도록 조정

-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 간병, 응급치료, 제2형 당뇨병 및 기관지질환, 심혈관계 질환, 
출산, 희귀질환, 종양질환 등에 대한 정부의 무상진료 제공

- 의학교육제도 개선 : 우크라이나의 의사면허증이 EU국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 학교육과 시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

- 2019년부터 우크라이나 내 의학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학생은 국적과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의사국가고시를 치러야 함

- 전자의료(e-health)시스템 도입 : 정부가 의료기록 통계를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IT솔루션 개발 및 도입

- 전자조달(e-procurement) 도입을 통해 의료산업 공개입찰에 외국기업들도 참여 
기회 제공

- 020년부터 의무적 건강보험 도입 추진 : 현재 우크라이나 건강보험은 국민들이나 
기업 고용주들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나, 2020년부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 추진 

- 현재 우크라이나 건강보험은 국민이나 고용주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며, 전체 
인구의 약 6%만이 가입

25) 의료개혁법 원문 : https://zakon.rada.gov.ua/laws/show/2168-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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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주치의(Family doctor) 확대 운영 : 시민들이 가족주치의를 선택하고, 정부는 
가족주치의 담당 건수를 의사 급여에 연계    

• 해당 개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 개선은 
어려워 보임
- 우크라이나 보건 당국은 20억 달러를 투자해 2019년 7월부터 58개의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상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 여전히 자금 조달방식 등 우크라이나의 의료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많음
- 2020년 건강보험 의무화 관련 보건당국 측의 구체적인 안이나 일정에 대한 

입장발표가 없는 상황이며, 차년도 예산 역시 1133억 UAH으로 2019년도 957억 
UAH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음

• ‘의무적 건강보험제’ 추진은 우크라이나 의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
- 의료 개혁전, 정부 예산은 국공립 병원에만 지원되었으나, 향후 의무적 건강보험제가 

도입될 시, 국가건강관리청(National Healthcare Service)과 계약을 체결한 
사립병원 등 여타 의료기관들에게도 정부예산지원 가능 예상

2) 보건의료정책 관련 기관
우크라이나 보건부

기관명 우크라이나 보건부 (Ministry of Healthcare (Ukraine) 

기관 로고

설립년도 1991년
장관 Maksim Stepanov 

홈페이지 https://moz.gov.ua/
대표 연락처 tel: 38 044 253 61 94

•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국가 보건 관리 시스템을 수행하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집행 
기관임. 내무부는 우크라이나의 보건부 장관이 법으로 정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의회가 임명함

• 기관의 설립 목적
- 국민의 건강 관리, 위생 및 전염병 복지, 의료 용품 및 의료 기기의 생산, 품질 관리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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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건강 개발 프로그램, 특히 질병 예방,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 및 미생물 산업의 
개발에 대한 개발, 조정 및 모니터링

- 긴급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체르노빌 재해의 결과를 
극복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의 역량 내에서의 이행

- 이환율, 장애 및 사망률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 개발 
- 우크라이나 국립 과학 아카데미, 우크라이나의 의료 과학 아카데미와 의료 과학 연구 

조직
• 우크라이나 복지부의 조직체계 

1) 행정부 - 우크라이나 보건복지부의 주요 부서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등이 이 
부서에 포함되어 있음

2) 전략계획·유럽연합과의통합부 -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의 주요 과제 중에 
유럽연합 (EU)과의 통합이 있어 의료시스템에서도 역시 유럽연합의 규범을 
도입하는 기관이 필요. 이런 역할을 이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음

3) 의료서비스국 - 의료보건시스시템의 개혁부, 디지털헬스케어부, 응급의료부 등의 
다양한 부서로 구성되어 있는 부서

4) 공공보건국 - 국민들의 건강안보를 담당하여 공공보건개혁부, 생물학안보부, 
생물학안보개혁부, 공공건강복지부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5) 제약국 - 우크라이나 영토 내 수입·국산 제약물의 품질을 검토하는 의료약품검토부, 
약물합리사용부 및 의료기기·화장품검토부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6) 의료과학교육국 - 과학교육부 및 인사담당부로 구성되어 있음
7) 주장관 사무국 - 우크라이나 복지부의 자주독립적인 기관임
8) 의료국 - 어린이·여성 건강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우크라이나 주요 보건산업 관련 기관
<표 2-34> 우크라이나 주요 보건산업 관련 기관

명칭 개요 웹사이트 연락처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보건의료 담당 중앙행정부 www.moz.gov.ua 

7 Hrushevskoho Street, 
Kyiv, Ukraine, 01601

+380 (44) 253-61-94
Fax: +380 (44) 253-40-17

moz@moz.gov.ua
Hotline 0-800-8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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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개요 웹사이트 연락처
우크라이나 보건부 

전문가센터
우크라이나 

(State Expert Center 
of the MoH of 

Ukraine)

전임상 연구, 임상 시험 
및 의약품 국가 등록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복지부가 승인한 
전문기관

www.dec.gov.ua 
Office 601, 40, К. 

Ushynskyi Str., Kyiv, 
03151,
Ukraine

+380 (44) 498-43-01

국립의약품관리서비스 
(State Service of 

Ukraine on 
Medicines and Drugs 

Control)

일반의약품 관리 외에도 
인신 매매, 마약, 

향정신성 물질, 약물 등에 
대한 국가 정책, 법적 
규제, 통제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국가 법 

집행기관

www.dls.gov.ua
120A Peremohy Avenue, 

Kyiv, Ukraine, 03115
+380 (44) 422-55-77
+380 (44) 422-55-73

dls@dls.gov.ua

우크라이나 국립 보건국 
(National Health 

Service of Ukraine 
New)

우크라이나의 의료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는 
새로운 정부 기관

www.nszu.gov.ua
19, Stepana Bendery Ave, 

Kyiv, 04073
+380 (44) 426—67-77

info@nszu.gov.ua
Head: Oleh Petrenko

E-zdrorovya e-health 중앙 
데이터베이스 관리기관

https://ehealth.
gov.ua/

국립 과학 아카데미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의료 교육을 담당하고 
대규모 3차 의료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조직

http://www.nas.
gov.ua/ 

4, Volodymyrska Str., 
Kyiv, Ukraine, 01030

+380442396444
키예프-모힐라 국립 

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Kyiv-Mohyla 
Academy)

영향력있는 
공중보건학부를 보유한 
키예프의 유명 대학

https://www.uk
ma.edu.ua/eng/i

ndex.php/kontakti

2 Hryhoriia Skovorody Str., 
Kyiv, 04070

+380444256059
pr@ukma.edu.ua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보건의료 담당 
중앙행정부 www.moz.gov.ua 

7 Hrushevskoho Street, 
Kyiv, Ukraine, 01601

+380 (44) 253-61-94
Fax: +380 (44) 253-40-17

moz@moz.gov.ua
Hotline 0-800-801-333

우크라이나 보건부 
전문가센터 우크라이나 
(State Expert Center 

of the MoH of 
Ukraine)

전임상 연구, 임상 시험 
및 의약품 국가 등록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복지부가 승인한 
전문기관

www.dec.gov.ua 
Office 601, 40, К. 

Ushynskyi Str., Kyiv, 
03151,
Ukraine

+380 (44) 498-43-01

https://e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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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크라이나의 의료보험 제도
1) 의료보험 현황
• 우크라이나에는 공공의료보험과 사설의료보험이 있음

공공의료보험 제도
• 우크라이나 국민은 법에 따라 별도의 공공의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공공의료 

기관을 무상으로 이용 가능함
- 다만, 국가의 관련 예산지원이 부족한 관계로, 환자들이 치료용품이나 약품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음

명칭 개요 웹사이트 연락처

국립의약품관리서비스 
(State Service of 

Ukraine on 
Medicines and Drugs 

Control)

일반의약품 관리 외에도 
인신 매매, 마약, 

향정신성 물질, 약물 등에 
대한 국가 정책, 법적 
규제, 통제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국가 법 

집행기관

www.dls.gov.ua
120A Peremohy Avenue, 

Kyiv, Ukraine, 03115
+380 (44) 422-55-77
+380 (44) 422-55-73

dls@dls.gov.ua

우크라이나 국립 보건국 
(National Health 

Service of Ukraine 
New)

우크라이나의 의료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는 
새로운 정부 기관

www.nszu.gov.ua
19, Stepana Bendery Ave, 

Kyiv, 04073
+380 (44) 426—67-77

info@nszu.gov.ua
Head: Oleh Petrenko

E-zdrorovya e-health 중앙 
데이터베이스 관리기관

https://ehealth.
gov.ua/

국립 과학 아카데미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의료 교육을 담당하고 
대규모 3차 의료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조직

http://www.nas.
gov.ua/ 

4, Volodymyrska Str., 
Kyiv, Ukraine, 01030

+380442396444
키예프-모힐라 국립 

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Kyiv-Mohyla 

Academy)

영향력있는 
공중보건학부를 보유한 
키예프의 유명 대학

https://www.uk
ma.edu.ua/eng/i

ndex.php/kontakti

2 Hryhoriia Skovorody Str., 
Kyiv, 04070

+380444256059
pr@ukma.edu.ua

https://e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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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는 매년 관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음
- 2019년 보건부 공공의료지원 예산은 923억UAH(약 34.6억불)이며, 그중 555억 

UAH (약 20.9억불)은 각 공공의료기관 운영 보조금으로 쓰이고 있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의료혜택/예산은 매년 부족한 상태임

-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2018.1에 발효시킨 의료개혁을 통해 개인 의료혜택 
예산을 아래와 같이 늘리고 있음

- 우크라이나 보건부가 지정한 약국에서 구매 시 심혈관질환, 기관지천식, 제2형 
당뇨병 관련 258개의 의약품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 지원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본인의 담당 가족주치의를 선택하게 허용함으로써 
개인의료혜택 접근 가능성 제고

- 2019후반기부터 무상 진단 프로그램(Free Diagnostic Program)을 실시, X-ray, 
울트라사운드, 유방촬영, 초음파 심장 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계획 있었음

• 우크라이나 영주권(residence permit)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외국인은 무상 공공의 
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모든 의료비용은 개인이 직접 또는 사설의료보험회사 
등을통해 지불해야 함.(우크라이나 의료개혁법 제4조)
- 외국인의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보험증이나 현금 없이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응급조치 이후 후불로 진료비용 부담하는 원칙

사설의료보험 제도
• 2019년 현재, 우크라이나 인구의 6%가 사설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함

- 사설의료보험 가입자중 기업이 90%에 육박하며, 개인 가입자는 10%정도
- 개인 가입자의 보험료가 기업 가입자보다 대체로 20-30% 정도 높게 설정

• 외국인 대상 사설의료보험
-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우크라이나 입국비자가 필요하며, 

비자 신청 시 “방문기간 동안 유효한” 사설의료보험(최소 30,000유로 보험혜택한도) 
가입서류 제출이 필요함

-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90일 초과 장기체류할 계획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방문 
기간 중 유효한 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 90일 초과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한국인은 동 비자를 받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거주허가증(residence permit)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우크라이나 거주기간 동안 유효한 우크라이나 사설의료보험(자유 선택) 가입서류 
제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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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대상 사설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회사로는 아래 주요 4개 회사를 
포함하여 수십 개가 있음
- UNIQA

회사명 UNIQA
설립년도 2005년 
홈페이지 https://uniqa.ua/ua/

대표 Elena Vladimirovna Ulie 
연락처 email: office@uniqa.ua / tel: 044 225 60 00

건강보험 종류 

Standart 
- 보험 금액 : 

75,000 UAH 
- 24/7 의사 보조 지원
- 외래 진료
- 응급 입원 및 의약품 제공
- 계획된 입원 치료,  
- 응급 치과는 최대 500 

hryvnia까지 보장

Classic
- 보험 금액 : 

25,000UAH
- 24/7 의사 보조 지원
- 외래 진료
- 응급 입원 및 의약품 제공
- 계획된 입원 치료,  
- 응급 치과는 최대 1,000 

hryvnia까지 보장

Prestige
- 보험 금액 : 175,000UAH

24/7 의사 보조 지원
- 외래 진료
- 응급 입원 및 의약품 제공
- 계획된 입원 치료,  
- 응급 치과는 최대 2,000 

hryvnia까지 보장

- ARX
회사명 ARX

설립년도 2004년 
홈페이지 https://axa-ukraine.com/

대표 Peretyazhko Andrii Ivanovych
연락처 email: info@axa-ukraine.com / tel: 38 044 498 03 03

건강보험 개요 자발적인 건강 보험 프로그램 (voluntary health insurance program). 프로그램에 따라 
환자가 아프면 의료 또는 제약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비용을 저희가 상환함

건강보험 종류 

Basic
- 보험 금액 : 

60,000 UAH(연)
- 2번 구급차 및 응급 치료 

요청

Standart 
- 보험 금액 : 

80,000UAH(연)
- 2 구급차 및 응급 치료 요청
- 급성 상태의 실험실 진단을 

위한 2,000UAH 제공 
- 5회 소형 및 2회 대형 급성 

검사
- 3번 의사의 상담
- 의약품에 1,000 UAH 

제공 

Premium
- 보험 금액 : 

100,000UAH(연) 
- 급성 상태의 실험실 

진단을 위한 2,000UAH
- 5회 소형 및 2회 대형 

급성 검사
- 3번 의사의 상담
- 의약품에 1,000 UAH 제공 
- 2번구급차 및 응급 치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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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o 
회사명 Ingo 

설립년도 2004년 
홈페이지 https://ingo.ua/ru

대표 GORDIENKO IGOR MYKOLAIOVYCH
연락처 email: office@ingo.com.ua

tel: +380 (44) 4902744
건강보험 개요  건강보험 프로그램 “Health architect” 

건강보험 종류 

Social 
- 보험 금액 : 

110,000 UAH(연)
- 건강 보험 가입  

연령:17살부터 
65살까지

- 응급 입원 및 
의약품 제공

Comfort 
- 보험 금액 : 

150,000UAH(연)
- 건강 보험 가입  

연령:17살부터 
65살까지

- 응급 입원 및 
의약품 제공

Comfort +
- 보험 금액 : 

180,000UAH(연)
- 건강 보험 가입  

연령:17살부터 
65살까지

- 응급 입원 및 
의약품 제공

Premium
- 보험 금액 : 

210,000UAH(연) 
- 건강 보험 가입  

연령:17살부터 
65살까지

- 응급 입원 및 
의약품 제공

• 사설의료보험 조건 및 혜택의 정도는 개별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다름
- 대체로 △입원진료 비용, △의사 방문 진료 비용, △응급처치 비용, △의약품 비용 

등 지원 가능

3. 의료분야 보건 정책 분석
1) 주요 의료분야 보건 정책

보건 시스템
• 우크라이나 보건시스템 특징

- 중앙집권화된 보건복지 체계
- 민간 의료 시스템의 발달
- 유럽연합의 임상시험 가이드라인과 ICH, GCP 적용
- 약 1500개의 임상시험 기관 보유
- 효율적인 인허가 제도
-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투명한 접근성
- 공개된 임상시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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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의료분야 개혁 동향
전자의료시스템 도입 예정 (ex 전자진료소견서, 통합의료정보관리)

•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2019년부터 전자 의료 기록 도입을 해서 이는 환자의 전자 의료 
기록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 발표했음. 전자 의료 기록은 의료 시설에서 수집되는 
환자 데이터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에서 사용하는 의료 정보 시스템 (MIS)에 
저장됨. 2019년에 데이터는 정보에서 제공하는 전자 의료 기록으로 전송됩니다. 
데이터는 여러 기관에서 수집 될 수 있으며,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저장된다는 사실로 
인해 향후 모든 의료 기관과 의사는 이 데이터에 거의 연중무휴 24시간 액세스 할 
수 있지만 환자가 허용하고 필요한 만큼만 액세스 할 수 있음26) 
- 우크라이나에서는 2019년 3월부터 전자의료 기록이 테스트 모드로 출시되었음. 전자 

의료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국립 보건 서비스와 계약을 맺은 가정 의사, 
치료사 및 소아과 의사는 전자 의료 기록을 사용하고 있음. 총 시설 수는 약 1,200개 임

환자의 전자 기록 예시 
   출처:https://www.medsprava.com.ua/

- 보건부는 환자를 위한 개인 계정을 만들 계획임. 현재 의료 서비스 사용자는 전자 
의료 기록에 개인적으로 로그인 할 수 없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능이 확장될 
예정임27)

26) https://itc.ua/news/v-2019-godu-ministerstvo-zdravoohraneniya-ukrainyi-nachnet-vnedryat-elekt
ronnyie-medkartyi-patsientov-kotoryie-budut-hranitsya-v-tsentralizovannoy-sisteme/

27) https://nv.ua/ukraine/events/medreforma-kak-budut-rabotat-elektronnye-medicinskie 
-karty-v-ukraine-500104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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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 19 대응 정책 동향
1) 주요 동향 요약

확진자 및 사망자 수
• 우크라이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천400~2천300명, 누적 확진자는 11만85명 

으로 그 가운데 2천354명이 사망 (8월 26일 발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 때문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음.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26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논의한 내각회의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음. 데니스 슈미갈 총리는 내각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8월 29일 0시부터 9월 28일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음. 막심 스테파노프 보건장관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제한 조치도 오는 11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전했음. 우크라이나 보건 당국은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전국을 '녹색', '황색', '오렌지색', '적색' 등 4개 지대로 나누어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28)

주요 정책 대응 
•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응

- 2월 27일, 우리나라 대구 및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한 '여행자제' 권고하는 보도자료 
공표

-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발표한 여행자제 권고 지역:
    ① 한국
    ② 중국(전지역)
    ③ 이란(Teheran, Kum, Arak, Gilan)
    ④ 이탈리아(Lombardy, Veneto, Emilia Ronagna, Piedmont)
• 우크라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3.13 오후, 향후 48시간 이후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결정/발표함. 4.8 부터는 모든 입국자 
대상 시설격리 의무화 (4.8부터)

28)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70017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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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확인된 국가발 입국자 대상 시설격리 의무화(3.29부터) 
조치에서 출발지 불문 모든 우크라이나 입국자(내국/외국인) 시설격리 의무화 
(4.8부터) 조치로 변경. 예외 허용대상: 외교단/국제기구 임직원 및 가족, 화물운송 
관련 종사자

• 우크라이나, 코로나19(COVID-19) 방지에 관한 법 승인
- 3월 17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발병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대통령이 
이에 서명 완료

- 법안에 따르면, 「국민 전염병 보호에 관한 법」 및 기타 법률에 명시된 국민의 격리, 
위생-전염병 규정 또는 지자체의 관련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일반 국민은 
1만7천~3만4천 흐리브나 (한화 약 74~149만원), 공무원은 3만4천~17만 흐리브나 
(한화 약 149~742만원)까지의 벌금 부과. 해당 법규의 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감염환자가 격리소를 
무단이탈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을 포함한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도 있음

• 한편, 우크라이나 행정법규(Administrative Code) 제44조3항은 각종 방역조치 
위반시 벌금 등 처벌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1회 위반시 : 17,000UAH(약 77만원) 이하 벌금
- 2회 위반시 : 32,000UAH 이하 벌금
- 3회 위반시 : 52,000UAH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 (형법 제325조)
- 동 위반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경우 : 5-8년의 징역. 

•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성격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공공조달법」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 없이, 필요한 제품, 용역 및 서비스의 조달 가능
- 상기 제품, 용역, 서비스에 대한 100% 선지급 및 과정의 투명성 보장
-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과 확산 예방을 위해 지정된 의약품, 의료 장비·기기의 수입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의 의약품, 의료용품 및 기타 필수품 가격 규제 시행
- 격리기간 내 공공요금의 미납·연체에 관한 벌금 부과 및 처벌 중단, 강제퇴거 조치 금지
- 불가항력과 관련한 격리 상황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민사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 면제
-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공무원의 재택근무 또는 휴가 제공, 기업 및 기관의 근로시간 

변경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의 검사 및 환자 관리를 
시행중인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관련종사자들의 급여를 현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2배로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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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추가 방역조치
- 우크라이나 정부는 4.3(금),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일 약 1천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정부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아래 요지의 강력한 추가 방역조치를 
공표하였음. 이는 4.6(월)부터 발효

- 모든 집회활동 금지(종교/문화/오락/스포츠/사교/광고활동 등 금지, *정부활동은 
예외)

- 3명이상(2명 초과) 짝지어 이동 금지 (14세 미만 아동은 추가 대동 가능)
- 공원/광장/오락시설/숲공원/강변/해변 방문 금지 (1명의 애완동물 산책 또는 

사업목적 방문은 가능)
-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등 보호 장비 착용 의무화
- 14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없이 공공장소 체류 금지
- 교육기관 출석 금지
- 체육시설 및 아동 놀이터 방문 금지
- 신분증 상시 휴대 의무 등

• 스뮈갈 우크라이나 총리의 방역조치 완화 관련 언론 인터뷰(4.10) 요지
- 향후 만약 우크라이나 내 확진자 수 감소 등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면, 잠정적으로 

5월중에 아래와 같은 단계별 조치를 실시할 것임
- 5월초까지 '국가비상상황'을 유지하며, 사회취약계층 지원, 실업자 지원, 국가 

의료자원 총동원 및 코로나19 의료종사자/전문가 지원 
- 5월초부터 6월초까지 일반 직장 업무 개시, 정부 주도 50만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 일부 대중교통 운영, 근무시간 조정
- 6월초부터 7월초까지 2019/2020 교육 학기 마감, 안전규칙 준수하에 대중교통 운영 

및 공공휴식 장소(공원/광장/오락시설/숲공원/강변/해변) 방문 허용
• 일일 코로나19 검사량 확대 (4.13 보건부 발표)

- 일일 코로나19 검사량을 기존 1천 건에서 2,500건-3,000건으로 확대
- 모든 폐렴 환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실시

•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처리 관련 법률 의결(4.13)
- 우크라이나 국회는 방역기간에 한해 당사자 동의 없이 코로나19 확진자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직장, 건강 상태, 입원 및 자가격리 장소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가능케 하는 법률 의결

- 방역기간 종료 30일후 동 개인정보 삭제/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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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장비 수입  
• Poroshenko 재단 및 Roshen社(Poroshenko 前대통령 소유/운영)는 4.28(화) 한국 

방호복 4.25만 벌을 우크라이나로 수입해왔음
-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한국 방호복 13만 벌을 수입하였으며, 우크라이나 각 지역 

의료기관에 공급하였음
- Poroshenko 재단측은 며칠 안에 추가로 수입한 방호복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함
•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방역조치 차원에서 영업 중단상태였던 전국 872개 

농수축산식품시장의 운영 재개 여부를 "식품안전소비자보호청"이, 해당 시장의 
위생규범 준수 조건하에, 4.30(목)부터 결정/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마스크 착용 필수, 출입시 발열검사 실시, 출입구에 손소독제 배치, 출입 가능 인원 

제한, 판매자간 3미터 거리 유지, 살균소독 진행 등의 지침 준수 필요

COVID 19 대응기관
• 우크라이나의 COVID 19에 대한 대응은 복지부에서 총괄함.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관여를 하고 있음 
기관명 우크라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Council of Ukraine) 
설립년 1996년 8월 30일 
회의장 Zelenskyi Vladimir Aleksandrovich 

홈페이지 https://www.rnbo.gov.ua/
연락처 tel: (044) 255-05-15

기관 로고

• 우크라이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안보 및 국방에 관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조정 기관임. 1996 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법령에 의해 형성되었음. 2014 
년 12 월 25 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을 
통과시켜 우크라이나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기관으로 만들었음. 국가안전보장회의 
설립되기 전에 1991년 10월 11일 우크라이나 의회 명령에 의해 설립된 된 우크라이나 
국방위원회이었음



94

• 기관의 설립 목적
- 국가 안보 및 방위 분야의 국내외 정책의 기본 이행에 관한 제안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보고
- 국가 안보 및 방위 분야의 집행 기관 활동 조정 및 모니터링
- 긴급 상황 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 상황의 경우 국가 안보 및 방위 분야에서 

집행 기관의 활동 조정 및 모니터링
• COVID-19 대응 우크라이나 병원 방역을 위한 대화식 온라인 지도 마련. 온라인 

지도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음
- 병원의 방역장비 (개인 보호 장비, 진단기기, 기계적 환기) 보유 상태 파악, 수요 예측
- 의료진에 대한 정보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의 자격, 나이 및 / 또는 인원수)
- 장소에 대한 정보 (감염성, 소생술 등에서 사용 중이며 무료임).

[그림 2-21] COVID 19 온라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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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산업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종합
1)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종합

현행 법/제도 충분성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8.1.1 의료개혁법을 제정·발효하였음 

- 이 법에 따르면 국공립병원 유지와 운영에 주로 사용되던 정부 예산을 환자 치료 
서비스 개선에 사용되도록 조정하고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 간병, 응급치료, 제2형 
당뇨병 및 기관지질환, 심혈관계 질환, 출산, 희귀질환, 종양질환 등에 대한 정부의 
무상진료를 제공

•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시대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 유럽연합(EU) 
가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우크라이나 의료시스템과 법제도는 유럽 표준에 미치기 
위하여 많은 개혁 중임

• 디지털 의료시스템에 대한 입법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정부 기구의 효율성
• 의료 개혁에 있어 우크라이나는 국내 집행기관은 물론 국제기구 및 NGO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복합적인 상호작용 거버넌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보건부는 국가보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집행기관임. 

특히, 보건부 내 전략계획·유럽연합과의 통합부에서는 의료시스템에서 유럽연합의 
규범을 도입하는 역할을 수행

• 우크라이나 디지털헬스케어를 선도하는 E-Health가 있으며 USAID, EDGE, WB 등 
여려 국제기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 

의료보험 시스템 적합성
• 유럽연합 (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가입을 강조하는 우크라이나의 대외정책 

안에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기준에 미치는 선진 의료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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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국민은 법에 따라 별도의 공공의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며, 국립 병원을 
무상으로 이용 가능함. 다만, 국가의 관련 예산부족으로 환자들이 치료용품이나 약품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음

• 사설의료보험이 사용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우크라이나 인구의 6%가 사설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함

코로나 19 대응 적합성
• 우크라이나는“ 코로나19(COVID-19) 발병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대통령이 이에 서명 완료
• Poroshenko재단 및 Roshen社(Poroshenko 前대통령 소유/운영)는 4.28(화) 한국 

방호복 4.25만 벌을 우크라이나로 수입해왔음
• 코로나19(COVID-19) 방역관련 온라인 지도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있음
• 9월 22일 기준 우크라이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3,497명, 누적 확진자는 

185,000명이며 그 가운데 3,704명 사망. 확진자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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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건산업 인허가 등 규제 현황
1. 일반 개황
1) 인허가 관련 행정기구
• 기술규제 중앙행정기관

- 기술 규제 분야의 국가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 

- 의료기기의 기술적 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우크라이나 보건복지부 
• 우크라이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인허가 분야에서 유럽 표준과의 조화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음
- 2016년에는 의료기기 등록을 관장하는 새로운 국가 적합성 평가 절차 도입
- 외국기업이 이미 EU 지침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규정을 준수하여 인허가를 받았다면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 할 수 있음. 새로운 평가절차에 따라 장벽을 
제거하고 의료기기 등록 절차부터 적합성 평가 절차까지 원활한 진행 

• 의약품 및 의료 제품에 대한 국가 허가 및 통제, 제약시장 감시 기관은 국립의약품관리 
서비스(State Service of Ukraine on medicines and drug control)임. 
우크라이나에서 의약품 판매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립의약품관리서비스의 
인증을 받아야 함

기관명 State Service of Ukraine on medicines and drug control
홈페이지 www.dls.gov.ua
이메일 dls@dls.gov.ua

전화번호 +380 (44) 422-55-77  
+380 (44) 422-55-73

주요 업무 우크라이나 공공기관으로 제약분야 관리 감독

• 의료기기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멸균되지 않고 측정 기능이 없는 클래스 I 제품 및 
체외 용 "기타"그룹 제외)는 2018년부터 우크라이나 복지부 산하 공기업인 Ukrainian 
medical Center of Certification(UMCC)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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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Ukrainian medical Center of Certification(UMCC)
홈페이지 www.umcs.org.ua
이메일 umcc@inet.ua

전화번호 +044-285-83-83
주요 업무 우크라이나 공공기관으로 의료분야 인증 관리

• 방사선 치료장치에 대한 주요 국가 라이센스 및 통제 기관은 우크라이나 국가원자력 
규제검사원 (State Nuclear Regulatory Inspectorate of Ukraine) 임
- 방사선 치료에서 전리 방사선원 사용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센스 조건 

및 규칙은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라 정함
• 위임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 우크라이나 거주자가 아닌 외국 제조업체는 우크라이나 내 판매를 위한 제품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공인 대리인을 임명해야 하고 공인 
대리인은 우크라이나의 거주자인 대리인, 해외 업체의 지사/대리점 또는 우크라이나에 
등록된 신규 법인 가능 

2) 관련 규정
• 표준 적합성 평가 

- 유럽연합 (EU)으로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의료기기 인증제도 역시 
유럽연합의 제도와 동일하게 입법. 2015년 7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의료 기기를 
유통하기 위한 입법 요건이 변경되었고 기술 규정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인 
“오래된” 국가등록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함  

<표 2-35> 유럽연합 기술 규정을 바탕으로 만든 우크라이나 기술 규정 
우크라이나 기술 규정 바탕이 된 유럽연합의 기술 규정

우크라이나 753호 내각 결의에 의해 승인 
된 의료 기기에 대한 기술 규정

Council Directive 93/42/EEC of 14 June 1993 
concerning medical devices

우크라이나 754호 내각 결의에 의해 승인된 
in-vitro 진단용 의료 기기에 대한 기술 규정 

Directive 98/7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1998 on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우크라이나 755호 내각령으로 승인된 
임플란트 의료 기기의 기술 규정 

Council Directive 90/385/EEC of 20 June 1990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자료 : https://cratia.ua/en/national-conformity-assessment-medical-devic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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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6> 제품 종류별로 평가 절차
의료 기기의 종류 절차

I- 등급 의료 기기, 체외 진단을 위한 의료 기기 
그룹 "기타"

특별한 검토 절차 필요 없이 신청자의 self- 
declaration 바탕으로 시장에 도입 

자가 진단을 위한 (in-vitro) 체외 진단용 의료 기기 설계 심사 단계에서 지정된 적합성 평가 기관의 참여와 
후속 단계에서 self-declaration

Im, IIa, IIb, III 등급의 비 멸균 의료 기기 및 List 
"B"의 생체 외 진단용 의료 기기 및 자가 제어용 
생체 외 진단용 의료 기기

지정 적합성 평가 기관의 참여를 통해 생산 감사를 
통한 절차, 제품 배치 인증 또는 CE 인증 인정 절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멸균 의료 기기, 목록 "A"의 체외 진단용 
의료 기기, 능동 이식 형 의료 기기

지정 적합성 평가 기관의 참여: 생산 감사를 통한 절차 
또는 CE 인증 인정 절차

자료 : https://cratia.ua/en/national-conformity-assessment-medical-devices.htm 

2. 세부 인허가 및 규제 동향
1) 등록 관련 인허가 및 규제

의약품 등록 규제
• 허가 소요기간

- 제품에 따라 다르며, 의약품 등록 평균 소요기간(‘15년 기준)은 제네릭의약품 : 
90일(18주), 오리지널의약품 : 210일(42주)

- 미국, 스위스, 일본,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에서 등록되어 이 국가들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을 등록할 경우, 승인/거절 여부는 7일 이내, 최종 결과는 10일 
이내 나옴

- 기타 의약품 등록에 대한 승인/거절 여부는 10일 이내 나옴
- 재등록은 허가서가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재등록해서 얻은 허가서는 

만료되지 않음(보건부에서 complain이 들어오지 않은 이상)
- GMP 인증서는 우크라이나 보건부로부터 인정됨
- API 등록은 완제품 등록과 동시에 할 수 있음(별도로 해도 됨)
- 제출서류 검토 후 10일 이내에 인허가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알려야 함
- 허가서 만료기간은 1년 연장될 수 있음(5년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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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서류 및 비용
- 신청서
- Certificate of Suitability/Quality(GMP)
- 생산기술 서류
- 비임상 및 임상시험 자료
- 의약품 및 샘플
- 등록비용 지불 증명(영수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State Audit Centre에 지불할 

비용은 계약으로부터 정해짐
- 일반의약품 등록비용(허가서) : €100 ; 추가 dose - €10 ; 추가 포장 - €10
- Radioactive drug, diagnostic drug, herbal drugs 등록비용 (허가서): €25 ; 

추가 dose, 추가 포장 – 5€
• 유효기간 

- 의약품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정해지지 않으나,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의료 장치가 
의약품의 필수 부분인 경우, 인증서의 유효성은 해당 등록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제한됨

• 엄격한 규정을 보유한 국가 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등록
- 등록인의 품질관리 방안 설명서, 등록 서류 일체, 등록 수수료 확인서 등 제출 의무화
- 국가 등록 시 전문가 심사제도 폐지 및 국가 전문가센터(State Expert Centre)의 

제출 서류 검토 제도 신설
- 국가 전문가센터의 검토 기간은 근무일 기준 최대 10일로 제한
- 우크라이나 보건부의 의약품 허가 또는 거절 결정 기간은 기존의 1달에서 근무일 

기준 10일로 축소
- 제출된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등록 상황 및 결정은 국가 전문가센터 웹사이트에 공개

• 우크라이나 의료분야 시장에서 수입, 유통, 판매를 하려는 외국 제조업체는 활동을 위한 
조직 형태, 기능적 경계 구축 필요. 사업 목표에 따라 외국 제조업체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활동을 고려할 수 있음

 1) 우크라이나에서 외국 제약 업체를 대표하는 대리 업체 또는 대리인의 승인
- 대리인의 승인은 등록 국가의 외국 법인이 발행한 위임장을 기반으로 함. 변호사의 

권한에는 그러한 대리인의 범위와 권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다른 국가에서 
발행된 모든 문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승인 필요. 외국 법인의 대표 서명의 반드시 
공증을 통해 인정받아야 하고, 추가적인 합법화는 외국과 우크라이나간 체결된 
국제협약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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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우크라이나에 지사 등록 (지사는 우크라이나의 자발적인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법인의 등록

- 외국 제약 업체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리인 또는 대리 업체를 성립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현지 지사 또는 현지 신규 법인을 등록함으로서 활동 

• 2016년11월17일자 우크라이나 보건복지부령 제1245번: «미국, 스위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유럽연합의 인허가 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의약품의 정부 
인허가(재등록) 검토 절차와 인허가 등록 기간 중 의약품 등록 수정을 위한 검토 확인 
절차에 관하여» 우크라이나의 보건복지부의 정부 심사 기관이 의약품 등록서류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때 기타 인허가 당국 등록 여부를 철저히 검토
-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 Swissmedic (스위스), PMDA (일본), TGA 

(오스트레일리아), Health Canada (캐나다), 유럽의 약품청 (ЕМА, ЕС). 미국, 
스위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의료적 적용 허가 검토

의약품 등록 절차
• 의료개혁으로 인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됨

[그림 2-22]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
자료 : 우크라이나의 의약품 공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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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인허가 절차 선택
자료 : 우크라이나의 의약품 공급 시스템 

• 인허가 거절 사유
- 등록 서류의 부족 혹은 신뢰성 없는 자료
- 정부 인허가 등록 서류에 생산자명 불일치, 생산지 주소 불일치
- 위에 언급된 해외 인허가 당국과 관련된 정보 불일치
- 의약품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정보 불일치

• 우크라이나 의약품의 품질, 효율성 및 안전성
- 1.1. 유럽연합 기준에 기반한 균형 잡힌 인허가 시스템 구축
- 1.2. 관련 절차 도입 - GxP (GLP, GCP, GPhVP, GRP);
- 1.3. 심사 과정의 최적화 (전자 플랫폼 구축, 임상시험의 공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임상시험 기록 전자화)
- 1.4. 의약품 관리감독 체계 개선
- 1.5.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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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등록절차
• 우크라이나 인증기관

기관명 Ukrainian medical Center of Certification(UMCC)
홈페이지 www.umcs.org.ua
이메일 umcc@inet.ua

전화번호 +044-285-83-83
기  타 우크라이나 공공기관으로 의료분야 인증 관리

• 우크라이나 'Technical Regulation' 절차에 따라 의료기기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함.
- 우크라이나의 'Technical Regulation'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 안전규정 지침(EU 

Directives; 93/42/EEC, 98/79/EC and 90/385/EEC)를 따름
-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우크라이나 대리인(우크라이나 거주자)지정, 제품 기술 정보, 관련 서류 등을 
취합, 우크라이나 국가 지정 인증기관에 제출

    ② 우크라이나 국가 지정 인증기관 담당자의 한국 제조공장 실사 및 평가    
    ③ 국내 제조사 및 우크라이나 지정 대리인 간 계약 체결. 국내 제조사는 우크라이나 

대리인에게 업무 대리권(위임권) 제공(우크라이나 거주자만 계약 체결 가능)
    ④ 우크라이나 지정 대리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내 의료기기 제품 인증 실시
    ⑤ 인증 과정 통과 시 인증 마크 부여, 국내 제조사가 지정 대리인에게 해당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권한(5년) 부여
- 참고: 해외 기업이 우크라이나 대리인 변경 시, 공식적인 서류처리가 끝날 때까지 

판매를 중지해야 함
- 인증 받지 않은 의료용품 및 기기는 하기 3가지 경우에만 우크라이나 반입이 허용됨

    ① 인증 절차 시
    ② 국제 협력 프로그램 참가로 인한 반입 시
    ③ 자연재해 시
- 위생, 전염병 검사
- 2016년 1월부터, 품질인증서(UKRSEPRO) 발급의무가 없어짐
-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CoC(Certificate of Comformity)인증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를 보증할 수 있어, 발급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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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절차는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등급은 위험도에 
따라 Class I(저위험), Class IIa(중하위험), Class IIb(중상위험), ClassIII(고위험) 
4등급으로 구분함. 비멸균 의료기기(용품)를 포함한 Class I 및 일부 IVD의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검사 없이 준비된 기술문서로 적합성 승인평가가 진행돼 비용과 
시간이 절약됨

<표 2-37> 의료기기 등급분류

자료 : 2017, KMDIA news, 우크라이나, 의료기기시장 진출 시 제품의 가격경쟁력 높여야 

• 우크라이나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거주 대리인(회사) 지정은 필수 
이며,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① 일반적으로는 해외 제조업체와 우크라이나 수입업체가 직접 독점 판매 계약을 

함으로써 수입업체가 지정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역할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수입업자는 제품 수입에서부터 판매, 운용 등의 모든 리스크를 떠안게 됨
 - 의료기기 제품 인증 후 수입업체는 제조업체로부터 5년간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만약 제조업체가 수입업체(지정 대리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우크라이나 인증기관을 통해 새롭게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② 해외 제조업체와 우크라이나 수입업체 사이에 제3의 컨설턴트(혹은 서비스) 업체가 
중개역할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제 3자가 지정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역할을 함과 동시에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사이의 중개 역할도 동시에 함으로써 서비스 수수료를 챙겨감

 - 반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수입업체 1곳에만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수입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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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외 제조업체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사를 설립, 해당 지사가 지정 대리인 
(Authorized Representative) 역할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자사 제품을 지사가 수입해 우크라이나 시장에 공급하는 것과 같음
• 의료기기 등록에 필요한 서류 

- 카탈로그에 명시된 의료 기기 이름 (우크라이나어 및 영어) 
- 지원자 이름 (신청자 등록 국가,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신청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신청서에는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국가 등록 권한을 확인하는 위임장 
- 제조업체 이름 (제조업체 등록 국가,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의료 기기의 작동 (사용)에 대한 지침  
- 의료 기기의 원산지 증명서 
- 인간 건강을 위한 품질 및 안전 요건에 대한 의료 기기 적합성 증명서 
- 의료 기기의 제조 기준에 관한 규제 문서 사본, 표준 정보, 규제 체계  
- 잠재적 사용 위험도에 따라 의료 기기의 안전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와 전임상 

및 임상 연구 및 / 또는 시험 자료
- 의료 기기 카탈로그 
- 국가 계측 인증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결과, 측정 장비 
- 의료 기기의 라벨 또는 샘플 마크 
- 지원자의 등록 서류 사본 
- 등록비 지불을 확인하는 서류 
- 모든 문서 (공증인 또는 원본 문서를 발행 한 기관이 인증 한 원본 또는 사본)는 

우크라이나어로 번역 된 사본으로 3부 제출 
- 신청자에게는 제출된 자료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음 

• 등록 비용 및 시간
- 875 흐리브냐 (gryvna) 
- 90 업무일 (우크라이나 업무 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및 주중의 공휴를 제외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을 의미하는 것임) 
• 인증마크

 UA.TR.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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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입관련 인허가 및 규제
• 제품 수출 시 추가 체크사항

- 품질 인증 외에 제품에 따라 방사선관리검역(Radiological Control), 식물위생검역 
(Phytosanitary Control), 동물위생검역(Veterinary and Sanitary Control), 전염병 
검역(Epidemiological Control) 등의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음

- 따라서 우크라이나 수출 전 당사 제품이 추가적으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 필요

의약품과 의료기기 도매/소매 관련 규정
• 수입 면허 취득

- 수입면허의 취득 필요여부는 선택한 수입의 방법에 따라 결정됨. 현지 수입업자를 
통해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 취득 과정을 따로 안 밟아도 됨. 
그 외의 경우에는 2016년 11월 30일에 발급된 우크라이나 내각결의 № 929에 따라 
수입면허 취득 프로세스 진행 필요 

•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 № 1147에 따라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일부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약품에 대한 제한이 있음
- 2000년 5월 6일 우크라이나 장관의 내각 결의 770호 의해 승인된 마약, 정신병 

물질 및 선구자 목록의 표 I의 목록 № 1, № 2 및 № 3에 포함된 식물 및 향정신성 
물질을 포함한 마약류

-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전염병이나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

• 외국기업 입찰참여 제한 조치
- “공공 조달에 관한”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르면, 입찰자에 대한 국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입찰자가 우크라이나 입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조달 원칙은 먼저 발주처가 공개하는 입찰 
문서에 반영되어야 함. 그러나 입찰 서류의 조건은 종종 외국의 기업이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규정되기도 함

- 실제로, 상당수는 입찰 서류의 조건이 대부분 국내 기업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다고 
불평하고 있음. 이러한 일은 우크라이나 발주처가 외국 기업 및 타국의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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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설립 절차29)

• 우크라이나에서 병원 등 의료시설은 유한회사, 독자회사, 또는 합자회사(JSC) 형태로 
설립 가능
- 설립/운영관련 규제 등 법적인 제도가 내/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사하게 적용
- 현재 미국, 터키, 조지아, 독일, 이스라엘 등 투자자들이 우크라이나 의료시장의 출산, 

심장학, 종양학, 안과분야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 중
- 일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의료산업의 평균 투자금 회수 기간은 3~7년이고, 

개인(사립)병원의 평균 이윤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18~22%를 유지했다고 분석
• 사립병원 설립운영주체 및 규모

- 개인병원 - 치과, 피부과 병원 등
- 회사법인병원 – 종합병원, 전문병원
- 학교법인병원 – 진료소, 병원
- 요양병원, 위생 및 질병예방시설, 수혈 및 응급의료시설 등
- 외래 또는 입원시설 여부에 따라 규모 결정

• 병원 시설물 건축 단계 
- 병원설립에 적합한 토지 물색 
- 설계도 작성 (디자인, 시공), 기술 문서 검토
- 우크라이나 건축 및 건설 검사기관(ДЕРЖАВНА АРХІТЕКТУРНО-БУДІВЕЛЬНА 

ІНСПЕКЦІЯ УКРАЇНИ)으로부터 토지의 기능적 목적 변경허가, 시공 또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음

-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 환기 및 냉난방, 공조 시스템 설계
- 건축 공사
- 소유권, 부동산 등기 등록
- 병원 설비, 장비 구축
- 부동산 합법화 및 의료병원 개설

• 의료서비스를 위해 건물을 시공하지 않고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허가 절차는 더욱 
간소화 됨. 그러나 임대공간의 병원시설을 위한 임대법적 분석, 병원시설 적합성을 위한 
건축물 검사 필요 

29) http://foresight-agency.com/page-licensia-med.html
https://imed.co.ua/ru/menedzhment/kak-otkryt-chastnuyu-klini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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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병원) 면허 신청 기관
- 2016년 3월 2일 우크라이나 내무부장관령 285호에 의해 승인된 "경제 활동 유형의 

라이센스에 관한 법률" 및 의료 행위의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의 면허신청서류에 "의료인력의 자료, 기술 기반경력, 가용성에 
대한 정보"(information about the material and technical base and the 
availability of personnel)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제출된 서류의 검토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보건복지부의 면허위원회(Licenseing 
Commission)는 의료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검토 결과를 서면(사이트를 
통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함

- 일반적으로 문서 검토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면허위원회는 제기된 결함이 
제거되기 전까지 서류검토를 중단 할 수 있음

- 2017년 6월 12일 이후 의료면허발급 서류는 우크라이나 보건부의 행정서비스센터 
"Edinoe Okno"에서 접수함 (주소: Kiev, st. Smolenskaya, 10, 전화 : (044) 
451-79-02) 

• 의료서비스(병원) 면허 신청 서류
- 면허발급을 위한 신청서 양식
- 건강관리 분야 위생 규범 및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증명하는 우크라이나 위생서비스 

(Sanitary-Epidemiology Service, SES) 증명서
- 의료 활동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받은 의료 장비,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 보유 등 필요.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조직, 매뉴얼, 
규정 등 (병원헌장, 직원, 장비 목록, 환자 체류 규칙, 간호 및 조작 절차에 대한 규칙 
및 표준, 손 세척 및 소독, 응급 상황에서의 직원 행동 매뉴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문서, 작업 품질에 대한 통제 시스템 자료 제출

• 의료서비스(병원) 면허 발급 기간 및 비용
- 병원 건축(또는 임대) 완료 후 장비, 의료인력을 모두 구비한 상태에서 보건부의 

실사를 거친 후 면허 발급이 되어야 환자 치료 가능. 실사 후 면허 발급 기간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음

- 서류 및 실사 통과 후 면허를 발급받은 의료서비스 신청자는 10일내에 2,102 
흐리우냐(약 74USD) 금액을 보건복지부로 납부한 후, 보건의료 활동 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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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면허제도30)

• 우크라이나 보건의료인력의 면허발급기관은 보건복지부임. 우크라이나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
- 법률에 따르면, 의료 행위에 대한 면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관련 영역 

(사업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무기한으로 제공할 권리를 부여함
• 우크라이나에서 외국 보건의료인력이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걸침. 다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음
• (1단계) 우크라이나 의료위원회(Ukrainian Medical Council) 준회원 가입

- 우크라이나 의료위원회의에서 외국인의 사전 가입은 조직의 내부 헌장을 기반으로 
수행되며 자격의 초기 검증을 위해 고안되었음. 의료위원회의에 가입하려면 의료 
전문가가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E-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영어 및 독일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로 발행된 
문서에는 공식 번역이 필요함. 응시자가 직접 번역한 내용은 접수되지 않음. 원본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인증이 필요하지 않음. 가입비를 지불한 후 우크라이나 
의료위원회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확립된 양식의 
가입 증명서를 발급함

• (2단계) 의료인력의 자국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장 공증 받은 후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에 제출

• (3단계) 1994년 8월 19일 발효된 우크라이나 보건복지부 법령 N 118-С 에 따라 
전문의료활동 허가서 받기
- 허가서 발급 필요서류
  1) 외국 교육증명문서를 인증하는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문서
  2) 졸업증명서
  3) 의사(약사) 전문자격증서
  4) 전문자격 수준에 관한 서류 (고급훈련증명서 및 전공의 자격)
  5) 경력증명서
  6) 신청자의 신분증

30) https://mcu.org.ua/legalizaciya-i-trudoustrojst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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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우크라이나 노동사회정책부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 취득
- 2013년 5월 27일에 승인된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한 취업 허가증 발급, 연장 

및 취소 절차”에 관한 법률 No.437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에서 채용될 수 있음

  1) 관련 유형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우크라이나(지역) 내국인 부족
  2) 외국인 작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정당화
  3) 우크라이나 및 타국 (사립)기관 간에 계약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게 

된 외국인인 경우
  4) 난민 또는 추가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

• (5단계) 우크라이나 의료위원회 (Ukrainian Medical Council) 정회원 가입
- 우크라이나 의료위원회에서 외국인의 정회원 가입은 조직의 내부 헌장을 기준으로 

함. 정식 회원증은 우크라이나의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우크라이나의 외국 교육 
졸업장 및 우크라이나의 전문활동 허가를 인정한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 인증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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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의료기업 현지 진출 사례 분석 

제1절 해외 의료기업 현지 진출 사례
1. 분야별 주요 진출 사례

제약·의약품 분야 
• Takeda (일본)

영문명칭 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
법인 설립 년 1993년 

엽종명 제약 제조업체 
대표자명 Sato Kim 
기업규모 중견기업
직원수 358명 

홒페이지 http://www.takeda.ua
연락처 email: Info.Ukraine@nycomed.com, info@takeda.com

tel: +380 (44) 2003818, +380 (67) 2476690, +380 (44) 3900909
매출액(2018년) 41,114,182 USD

개요 
1781년에 설립된 일본 제약 회사 Takeda"는 현재 70개 국에 지사를 설립했음. 심장, 
종양, 위장병 예방 약 개발 및 생산 하고 있음. 회사가 제조 한 의약품 시장의 효과와 
필요성으로 인해 판매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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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sen (프랑스) 
영문명칭 Ipsen

법인 설립 년 1992년 
엽종명 제약 제조업체 

대표자명 Ignatov Vladimir Anatolievoch
기업규모 중소기업 
직원수 16명 

홒페이지 https://www.ipsen.com/ukraine/
연락처 tel:  +380 (44) 5026529

매출액(2018년) 675,059 USD

개요 
Ipsen은 1929년 설립되어 현재 150개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 회사임. 
신경과, 내분비내과, 비뇨기종양 분야에 차별화된 치료 해결책을 제공하함. 환자들의 
삶 개선’은 당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이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 발전은 물론 
특화된 치료 영역에 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을 약속함

로고 

• KRKA UKRAINA (슬로베니아)
영문명칭 KRKA UKRAINA

법인 설립 년 2010년 
엽종명 제약 제조업체 

대표자명 Kolesnikov Vadim Viktorovich 
기업규모 중견기업
직원수 369명 

홒페이지 https://www.krka.biz/ua/
연락처 email: info.ua@krka.biz

tel: +380 (44) 3542668, +380 (44) 3542667
매출액(2018년) 12,492,441 USD

개요 
1954년에 슬로베니아에서 설립된 제약 회사임. 전 세계에서 33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음. 주로 처방전 및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화장품 및 수의약품 개발 
및 생산임. 회사의 주요 시장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폴란드, 러시아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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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va (이즈라엘) 
영문명칭 Teva 

법인 설립 년 2006년 
엽종명 제약 제조업체 

대표자명 Spicin Dmitryu Grigorovich 
기업규모 중견기업
직원수 363명 

홒페이지 https://www.teva.ua/
연락처 email: iSafety.Ukraine@teva.ua,Medinfo@teva.ua,info@teva.ua

tel:  +380 44 594 70 80 
매출액(2018년) 82 304 065

개요 
1901년 예루살렘에서 설립된 테바는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도매업체로 
출발했음. 테바는 텔아비브 증권거래소에서 기업공개를 한 최초의 이스라엘 기업 중 
하나임. 테바는 1995년 FDA에 코팍손 제품 허가 신청을 했고 그 다음 해에 미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했음. 오늘날 코팍손은 다발성 경화증의 시장의 선두 품목이며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음

로고 

• Gedeon Richter (헝가리) 
영문명칭 Gedeon Richter 

법인 설립 년 2004년
엽종명 제약 제조업체 

대표자명 Sereda Nataliya Fedorovna 
기업규모 중소기업 
직원수 35명 

홒페이지 https://richter.com.ua/

연락처 
email: ukraine@richter.kiev.ua,
tamara_grua@ukr.net, ukraine_grua@ukr.net
tel: +380 (44) 389-39-50, +380 (44) 389-39-51

매출액(2018년) 218,369 USD

개요 
Gedeon Richter Ltd.는 헝가리 다국적 제약 및 생명 공학 회사로, 동유럽 및 중부 
유럽에서 가장 큰 제약 회사이며 40여 개국에 지사를 보유 하고 있음. 1901년 약사 
Gedeon Richter 설립했고 본사는 부다페스트에 위치하고 있음. 다양한 약물 판매 
및 새로운 약물을 개발함 (주로 심혈관 및 중추 신경계 질환 및 여성 건강에 제품)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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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doz (스위스)
영문명칭 Sandoz

법인 설립 년 2012년
엽종명 제약 제조업체 

대표자명 Samoilovich Andrey Vitalievich 
기업규모 중견기업
직원수 425명 

홒페이지 https://www.sandoz.ua/
연락처 email: ua.office@sandoz.com

tel:  +380 44 495 28 66
매출액(2018년) 57,303,877 USD

개요 
Sandoz는 전염병, 피부병, 중추 신경계 질환의 치료를 위한 제네릭 생산을 전문으로하는 
국제 제약 회사임. Sandoz 사는 캐나다,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영국, 체코, 스페인, 
우크라이나, 프랑스, 러시아 및 기타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 140 개국에 지사가 
있음.. 본사 (본사)는 독일 위치 하고 있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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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의료기업 현지 진출 사례

1. 분야별 주요 진출 사례
제약·의약품 분야

• 대웅제약 기업소개
정식명칭 (주)대웅제약
영문명칭 Daewoong Pharmaceutical Co. 
설립일 2002년 10월 1일
엽종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대표자명 전승호/윤재춘
브랜드 우루사, 코큐텐, 락피더스
직원수 1,450명 (2020년기존)

홒페이지 https://www.daewoong.co.kr/kr/main/index
매출액 1조51억7,974만원(2019년 기존) 

진출 제품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로고 

• 대웅제약 우크라이나 진출 개요
구분 내용

진출년도 2020년 계획중 
취급분야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보툴리눔톡신 성분은 주로 피부주름 개선에 처방

진출형태
견고한 판매 및 유통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파트너사 '토티스'와 미용분야 협력을 
통해 진출. 토티스 사는 현지 전역에 탄탄한 판매 및 유통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
전체 수출 규모는 5년간 1200만달러(약 135억원) 예상. 대웅제약이 나보타 생산, 공급을 
담당하면 현지 협력사가 뉴질랜드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에 허가와 판매 담당. 2020년 
현지 판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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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기업소개
정식명칭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영문명칭 Korea United Pharm. Inc.
설립일 1987년 12월 3일
엽종명 완제 의약품 제조업

대표자명 강덕영
직원수 873명

홒페이지 https://www.kup.co.kr/
매출액 2,213억1,088만원

진출 제품 

량신약 ‘클란자CR정

로고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우크라이나 진출 개요
구분 내용

진출년도 2017년 

취급분야 량신약 ‘클란자CR정.  ‘클란자CR정’은 속방층의 빠른 약효와 서방층의 24시간 지속 효과로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 특징임

진출형태
2013년 유나이티드제약은 이스라엘 글로벌 제약사 테바와 ‘클란자CR정’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한 후 테바와 협력해 러시아 및 동유럽, 남미 시장까지 ‘클란자CR정’의 공급 계약을 
확대했다. 2015년에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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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분야
• 오스템임플란트 

영문명칭 OSSTEM IMPLANT CO., Ltd
진출년도 2017년 
엽종명 치과용 기기 제조업

대표자명 Jin Ki Hwa 
기업규모 중수기업 
직원수 13명 (한국인 1명, 외국인 12명)
연락처 +380 (44) 4862670, +380 (67) 5166500, +380 (68) 4601616

매출액 (2018년) 697,531 USD

진출 현황 
진출형태 : 현지법인
투자형태 : 단독
취급분야 : 치과용 임플란트

로고 

• 2017년 9월에 오스템임플란트가 우크라이나에서 법인 설립을 했음. 9월 말 우크라이나 
키에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법인 설립 기념 ‘OSSTEM Launching Seminar 2017 
KIEV’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음. 우크라이나 현지 치과의사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의 첫날에는 세미나 및 공연, 이튿날에는 핸즈온 코스가 각각 
진행됐었음.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까지 임플란트 시술 중 Crestal approach에서 
말렛을 활용해왔다. 연자로 나선 김용진 원장은 오스템 CAS-Kit을 활용, 말렛팅이 
필요하지 않은 수압거상의 장점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음

OSSTEM Launching Seminar 2017 KI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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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젠트 
정식명칭 솔젠트(주)
영문명칭 Solgent Co., Ltd. 
설립일 2000년8월
엽종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대표자명 석도수/유재형
기업규모 중소기업 
직원수 62명 

홒페이지 http://www.solgent.com/
매출액 61억3,015만원 (2019년 기존) 

우크라이나 진출년도 2020년 

진출 제품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 시약 

로고 

•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인 솔젠트는 우크라이나에 진단키트 10만명 분을 수출함. 
솔젠트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바이러스의 RNA 유전자를 증폭, 검출해 진단하는 
RT-PCR방식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과 수출허가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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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분야
• 원광보건대학교 

정식명칭 원광보건대학교
종류 사립 전문대학

설립일 1976년
김인종 김인종

학교법인 원광학원

• 2019년 6월에 KOTRA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한-우크라이나 보건의료협력 
포럼(6월 3일)에서 원광보건대-우크라이나 국영금융공사(SFII)-KIM Company(현지 
기업) 3자 간 양한방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음. KOTRA 
키예프 무역관의 지원으로 체결된 이번 MOU는 우크라이나 키예프 내 양방과 한방이 
혼합된 형태의 종합병원을 설립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빠르면 금년 내 본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한-우크라이나 보건의료협력 포럼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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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타 관련 분야 현지 진출 사례

1. 기타 관련 분야 진출 현황
1) ODA 및 국제협력 현황

공공조달시장 현황
• 우크라이나는 UNDP 지원을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공공조달시장 개혁 추진

- (목적) '국가 보건 프로그램(National Public Health Programmes)' 관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입찰 창구 마련, 의료 분야 공공입찰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 확대

- (내용) 2015~2019년까지 UNDP 지원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 공공조달 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2019년 독립적 의료분야 공공조달 조직(Health Procurement Agency) 
설립

- 우크라이나 보건부, UNDP, UNICEF, USAID, EC, WB, 민간단체 등으로 조직된 
워킹그룹 조성

[그림 3-1] UNDP의 연도별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개혁 지원 계획

• 국가 보건 프로그램이란 우크라이나 국민의 건강 및 보건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일종의 공공조달 프로그램으로, 의료·보건 서비스의 접근성 및 수준을 
높여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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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국제 개발 파트너가 보건 부문의 개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지원하고 있음.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됨

•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보건 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8개 지역에서 일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예방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서비스에서 건강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기여했음
이 프로젝트는 2015년에 시작되어 2020년까지 총 2억6,6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진행됨. 이 프로젝트는 투자 자금을 조달하여 8개 주에서 지역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됨. 또 한이 프로젝트는 결제 시스템 개혁, e-Health24 / 정보 
시스템 개발, 공중 보건,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구축 분야에서 MOH의 거버넌스를 
지원함. 또한, 2020년 세계은행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사회 경제적 회복과 
발전을 촉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력에 지원하는 1억 달러 프로젝트를 승인31)

• USAID
미국 국제 개발처/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정부, 시민 사회, 비정부 조직, 기타 기부자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의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함. 특정 지원 영역은 
다음과 같음
- HIV / AIDS 및 결핵
- 건강개혁 
- 정신 건강
- 장애
- 예방 접종

• 세계 보건 기구
우크라이나, 세계 보건 기구 국가 사무소는 우크라이나 WHO 활동의 중심임
국가 팀은 HIV / AIDS, 예방 접종 및 백신 예방 가능한 질병, 모자 건강, 비 전염성 
질병, 담배 통제, 결핵, 커뮤니케이션 및 IT에 관한 15 명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됨
국가 사무소의 우선순위는 WHO / 유럽과 개최 국가 간의 격년 협력 계약에 명시되어 
있음. 사무실은 국가 기관 및 국제 파트너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계약을 이행함32)

31)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0/11/06/new-world-bank-project-to- 
help-with-economic-recovery-and-development-of-eastern-ukraine

32) https://www.euro.who.int/en/countries/ukraine/who-country-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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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2015년 유럽 연합과 회원국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음. 
인도주의적 지원 및 조기 복구 원조에 총 1억 3,950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이 중 
4,785만 유로는 EU 위원회에서 제공되었음.33) 이 자금은 비정부 통제 구역과 연락선 
양쪽에서 분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함. 이 지원은 
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함. 여기에는 
대피소, 건강관리, 보호, 식품 및 비식품 품목, 물, 위생 및 기타 응급 지원 제공이 포함됨

• 이 밖에 스위스 개발협력을 포함한 다른 여러 개발 파트너는 우크라이나 보건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음34) 

명칭 웹사이트 연락처
유럽부흥개발은행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www.ebrd.com

Kiev Resident Office 46-46A 
Antonovycha Str., Kyiv

Phone: +380 (44) 277-11-00
우크라이나의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Ukraine)

www.chamber.ua Horizon 
Park Business Center, 12 

Amosova
Street, Kyiv, 03038

Phone: +380 (44) 490-58-00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sation, WHO)
https://www.who.int/co

untries/ukr/ 
30, Borychiv Tik Street, Kyiv, 

Ukraine, 04070, Phone: +380 (44) 
425-88-28

whoukr@euro.who.int
미국국제개발처 

(USAID)
https://www.usaid.gov/

uk/ukraine 
4 Igor Sikorsky Street, Kyiv, Ukraine, 
04112, Phone 380-44-521-5000

Fax 380-44-521-5245
Email kyvinfo@usaid.gov

유엔 개발 계획 
(UNDP)

http://www.ua.undp.org/
content/ukraine/uk/

home.html 
1 Klovskyi decent, Kyiv, 01021

Phone: +380442539363
세계은행 

(World Bank)
https://www.worldbank.
org/en/country/ukraine 

1, Dniprovskiy Uzviz, 2nd Floor, Kyiv 
01010, Ukraine

Email: ukraine@worldbank.org
스위스 개발 협력 

(Swiss Development 
Cooperation)

www.eda.admin.ch/
countries/ukraine/en/
home/international-

cooperation/projects.html

Embassy of Switzerland - 
International Cooperation, vul. 

Kozyatynska 12, 01015 Kyiv, Ukraine
Phone: +380 44 281 61 28

kyiv@eda.admin.ch

3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de/MEMO_15_5035
34) https://www.eda.admin.ch/countries/ukraine/en/home/international-cooperation/projects.html

UNDP: http://www.ua.undp.org/content/ukraine/en/home.html

https://www.usaid.gov/
http://www.ua.undp.org/content/ukraine/uk/
http://www.eda.adm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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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공공조달시장 체계
• 우크라이나 정부는 현재 총 16개의 국가 보건 프로그램을 운영

- 국가 보건 프로그램을 Crown Agents, UNDP, UNICEF가 각각 나눠서 맡고 있음
- 해당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공공조달 품목을 기관별로 나눠 입찰을 시행,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 보건부에 납품하고 있음. Crown Agents, UNDP, UNICEF를 통해 
시행되는 공공조달 품목의 종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우크라이나 보건부가 운영하는 국가 보건 프로그램은 앞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
• 한편, '국가 보건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조달 건은 우크라이나 온라인 

공공조달 플랫폼인 ProZorro를 통해 진행

[그림 3-2] 우크라이나 헬스케어분야 조달 체계

공공조달 주체별 분석
<표 3-1> 우크라이나 조달 플랫폼

분류 국가 보건 프로그램 기타 입찰
조달 주체 Crown Agents UNICEF, UNDP ProZorro

내용

∙ 크라운 에이전트는 우크라이나 보건 
부와 계약을 통해 12개의 입찰 프로 
그램을 운영 

∙ 크라운 에이전트의 우크라이나 보건 
시장 조달 규모는 약 4,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헬스케어 분야 공공조달 
개혁이 완료되는 2019년 
까지 임시적으로 UNDP와 
UNICEF를 통해 필수 
의약품 조달 예정 

∙ 주로 폐결핵, 간염, 혈우병, 
소아 희귀질환 관련 약품 및 
HIV·AIDS 진단 약품을 
조달하며, UNDP와 

∙ 국가 보건프로그램이 
아닌 기타 보건분야 
조달은 온라인 공공 
조달 플랫폼인 Pro 
Zorro를 통해 진행 

∙ 의약품 입찰은 주요 
11개 공급업체가 전체 
의약품 조달시장의 
6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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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rown Agents, UNICEF, UNDP, ProZorro

ProZorro 보건 분야 Top 5 공급업체
•  의료기기 분야 주요 공급업체

[그림 3-3] Prozorro 의료기기 조달 공급 TOP5 업체

분류 국가 보건 프로그램 기타 입찰

UNICEF가 각각 2개 입찰 
프로그램을 운영

∙ 의료기기 입찰은 주요 
12개 공급업체가 전체 
의료기기 조달 시장의 
47.5%를 차지

조달
프로그램

① 신생아 호흡장애 증후군 의약품
② 혈액 검사 테스트 기기(COBAS)
③ 심혈관, 뇌혈관질환 치료 의약품
④ B형, C형 간염 의약물
⑤ 출혈 시 응급 의약품
⑥ 소아 투석용 의약품 및 소모품
⑦ 보충 요법용 의약품
⑧ 혈액 검사 테스트용 의약품 및 기기
⑨ HIV 진단 테스트 시스템
⑩ 혈당 측정용 기기
⑪ 관내 인공 삽입물
⑫ 복막 투석용 물품

∙ UNICEF
① 항레트로바이러스(에이즈) 

의약품
② 면역계 진단기기 및 의약품
∙  UNDP
① 고세병 의약품
② 뮤코다당증 의약품

- 모든 국공립기관에서 
필요한 물품 조달은 
모두 ProZorro를 
통해 진행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각 공공 기관별로 별도 
공지, 수시 확인 필요

참여 방법
∙ 자체 조달 프로세스 보유
 - 홈페이지를 통해 조달 목록 공개
 - Crown Agent 조달벤더 등록필요

∙ 자체 조달 프로세스 보유
 - 조달 벤더 등록필요

∙ 온라인 공공조달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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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LLC "PROTECH SOLUTIONS UKRAINE"
영문명칭 LLC "PROTECH SOLUTIONS UKRAINE"

법인 설립 년 2009년 
엽종명 의료기기 유통사 

대표자명 Skripko Andrey Anatolievich 
기업규모 중견기업
직원수 45명 

홒페이지 http://www.protech-solutions.com.ua
연락처 email: office@protech-solutions.com.ua

tel: +38 044-593-43-25/26
매출액(2018년) 14 334 371USD

개요 
현대 의료 장비 (MRI, ANGIOGRAPH, X- 레이 장치)와 의료용 침대, 수술대 및 
다양한 소모품을 우크라이나 의료 기관에 공급함. 유명한 해외 기업: GE HEALTHCARE 
(미국), VARIAN (미국), 의료 가구 (Famed (폴란드), Givas (이탈리아), Proma 
Reha (체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로고 

② LLC Bilimed
영문명칭 LLC Bilimed

법인 설립 년 2015년 
엽종명 제약 유통사 

대표자명 Tarasuk Yaroslaba Borisovna 
기업규모 중소기업 
직원수 5명

홒페이지 -
연락처 tel: +380 (44) 3329884

매출액(2018년) 11 226 595USD
개요 의약품 유통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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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RIVATE JOINT-STOCK COMPANY MEDPHARCOM-CENTER
영문명칭 PRIVATE JOINT-STOCK COMPANY MEDPHARCOM-CENTER

법인 설립 년 2002년
엽종명 의약품 유통사 

대표자명 Tkachenko Evgeniya Vasilievna 
기업규모 중견기업
직원수 147명 

홒페이지 http://www.protech-solutions.com.ua
연락처 email: agp@mpc-ua.com, office@mpc-ua.com

tel: +380 (44) 3911140
매출액(2018년) 23 247 786USD

개요 국내 제약 시장의 최대 수입 업체며 2002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100 대 최고의 
회사 중 하나이었음. 의약품, 건강 보조 식품 및 애완 동물 제품의 유통 및 판매

로고 
  

④ MEDGARANT LTD
영문명칭 MEDGARANT LTD

법인 설립 년 2002년
엽종명 의료기기 유통사 

대표자명 Ostrovskyi Aleksandr Anatolievich 
기업규모 중소기업 
직원수 22명 

홒페이지 https://medgarant.net.ua/
연락처 email: cosmo@medgarant.com, medgarant@nline.net.ua

tel: +380 (44) 5851070
매출액(2018년) 17 655 644USD

개요 의료 기관들에게 의료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의 
범위를 확장하여 첨단 진단 장비, 쇄석술 장비 및 수술 용 레이저로 보완했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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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분야 

[그림 3-4] Prozorro 의약품 조달 공급 TOP5 업체

① BaDM, LLC
영문명칭 BaDM, LLC

법인 설립 년 1994년
엽종명 의약품 유통사 

대표자명 Topchii Igor Mikhailovich 
기업규모 중견기업
직원수 2794명 

홒페이지 https://www.badm.ua/ua/
연락처 email: marketing@badm.biz, secretary@badm.biz 

tel: +380 (56) 7470110, +380 (56) 7470277, +380 (562) 7470211
매출액(2018년) 1 147 877 909USD

개요 
우크라이나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임. 현재 10개 지역 구조 
부서 및 12개의 대표 사무소 보유, 2800명 직원, 60,000m2의 창고 공간, 12,000개 
의약품 보유, 300 해외 및 160국내 제약 파트너와 계약 체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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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시장 조달시장 체계
• 우크라이나의 공공조달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입찰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음35)

• 의약품시장에서의 정부 구매 비중이 5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매우 큼

• 현지에서의 네트워크 구축이 확고한 제조사와의 파트너십(현지 공동생산)이 시장 
진출의 중요한 요소임
- 정부 주도 공공조달과 개별 병원의 수요에 따른 공공조달 2가지 방식
- 정부 프로그램 : 보건부에서 계획에서 입찰조건 관리까지 모두 관리(정부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당뇨, AIDS 치료제 주로 조달)
- 개별 병원 : 개별 병원의 수요에 따라 보건부에서 공공조달 예산 책정에서 가격 

조건까지 모두 관리
- 실제 공공조달 프로그램 실행까지 절차가 복잡해 상당 시간 소요
- 병원별 환자 진료기록 DB를 통해 필요 의약품 확인
- 병원 진료기록(또는 병원 희망 물품) → 우크라이나 지방 보건부처로 전달
- 각 지방 부서에서 모인 DB를 우크라이나 중앙 보건부로 전달
- 공공조달 품목 확정 후 우크라이나 총리실 보고 및 공공조달 프로그램 재가
- 우크라이나 내각 승인을 통한 공공조달 예산 승인
- 실제 공공조달 프로그램 집행

• 우크라이나 공공조달 시장의 한계점
- 실제 공공조달 프로그램이 승인되고 집행되기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
- 단계별 승인 절차가 필요해 최종 승인까지 오랜 시간 소요
- 의약품 입찰 완료 시점에서 실제 환자의 의약품 수요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 병원 및 환자의 수요에 맞는 의약품 공급이 어려움
-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집행 과정이 불합리하고 불투명함
- 공무원의 낮은 급여로 입찰과정에서 뇌물 요구가 빈번

35) 1. 1ttps://tendergid.ua/ru/тендеры/коммерческие/отрасли/медицина.html
2. https://www.ua-tenders.com/tende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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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의료분야 공공조달 체계도

2) 주요 시사점
• 우크라이나 보건부가 국가 보건 프로그램을 통한 조달 품목의 수를 확대할 경우 

국제기구나 Crown Agent를 통해 우크라이나 의료분야 공공조달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보건부 또는 Crown Agents, UNICEF, 
UNDP를 통해 공지되는 조달 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이들 
기관에 벤더 등록을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별도로 ProZorro를 통해 기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기업들은 조달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는 상위 10대 기업들과 거래를 통해 간접적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ProZorro를 통해 우크라이나 공공기관에 직접 조달에 성공한 외국기업들의 사례가 

많지 않고, 아직은 언어 제약에 따른 진입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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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WOT 분석 및 전략적 방향 

제1절 SWOT 분석 및 전략적 방향

1. SWOT 분석
1) 제약·의약품 SWOT 분석

<표 4-1>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제약·의약품 시장에 대한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한국 제품이 유럽/미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고 높은 수출 증가율 기록1)[인터뷰/시장측면]

∙ 줄기세포분야의 연구 활발, 뛰어난 기술력 
보유[인터뷰]

∙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이 우크라이나를 성장가능한 
시장으로 관심[설문조사]

∙ 유럽 인증 등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인증획득 
용이[규제측면]

∙ 신북방 3개국에 대한 진출의지는 높음이며 특히 
우크라이나 선호도 높음[설문/인터뷰]

∙ 대웅제약, 솔젠트 등 한국제품 수출 경험 [진출사례]

∙ 먼 거리로 인한 운송비 상승[시장측면]
∙ 홍보 부족으로 인한 시장인지도가 낮고, 현지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신뢰도[시장측면]
∙ 시장정보 부족 및 현지어 소통 어려움 [설문/인터뷰]
∙ 판매 허가 획득을 위해 현지 대리인이 필수적이나 

네트워크 부족[규제측면]
∙ 관료주의 잔재로 힘든 적응과 판매유통을 위한현지 

유통망과의 네트워크 부재2)[설문조사]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높은 인구수, 세계 여러 나라와 FTA 체결, 그리고 

높은 시장 성장성3)[시장측면]
∙ 합작생산·공동기술개발에 높은 관심[인터뷰]
∙ 의약품 소비동향 증가4)[시장측면]
∙ 의료개혁 2020 추진 중5), 줄기세포 연구 

합법화[정책측면]
∙ 의약품 조달시장에 대한 정부지원 큼(정부구매비중 

57%, 당뇨, AIDS 치료제 조달 비중 큼) [정책측면]
∙ EU 인증 절차 및 표준이 통용, 의약품 등록 

기간단축6) [규제측면]

∙ 유럽산 의약품의 높은 선호도, 이미 경쟁이 
치열함7)[시장측면]

∙ 현지 기업이 저가 의약품 시장 차지[시장측면]
∙ 구 소련의 ‘세마쉬코(Semashko) 모델9)’의 잔재 

여전[시장측면]
∙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예산 부족과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정책측면]
∙ 의약품 조달시장에 대한 정부규제 큼벤더등록 및 

조달 정부 숙지 필요. [정책측면]
∙ 높은 부패지수와 영어에 대한 이해 부족8)[규제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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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對우크라이나 의약품 수출액은 약 535만불, 한국산 원료 및 완제의약품이 
골고루 진출하며 높은 수출증가율 기록(4년간 10.8%)

2) 제약시장에서 빅3 유통업체가 83%의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주요 
제약 유통사 BaDM 등 상위 10대 기업들과 거래를 통한 진출 필요 

3) 높은 인구수–44백만명, 46개 나라와 FTA 체결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높은 시장 
성장성 - 2018년 31.3억달러 시장규모에서 연평균 6.7% 성장 예상되어 2023년 
43억달러 예상

4) 특히 제네릭 약품에 대한 수요가 크고 의약품 비용 중 개인 부담률 79%로 높은 
편임전문의약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수입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5) 우크라이나 정부의 의료분야 개혁 의지가 높음 - 정부 개혁은 공중 보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계약 기회를 증가시킬 것임그리고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고 
다른 국가의 시스템과 관행에서 배우려는 욕구

6) 의료기기 인증기간 단축 (1개월 -> 7일), 의약품 품목등록은 9개월로 -> 6개월 단축, 
3~4개월도 가능

7) EU가입 목표, 접근성, 주요 투자자 등에 기인하고 이미 600여개의 외국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경쟁 치열

8) 의료 부문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서 부패지수는 높은 편임 - 국제 투명성 인식 
지수 180 개국 중 130위영어에 대한 이해 부족 - 영어능력지수(EPI) 순위 
우크라이나: 43위

9) 니콜라이 알레산드로비치 세마쉬코(1874.9.8-1949.5.18)는 러시아 사람임. 레닌과 
만나 10월 혁명을 주도한 그는 오랫동안 소련의 보건의료체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함. 그래서 소련보건의료체계 모형을 ‘세마쉬코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함. 
포괄적 접근, 예방중심,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세금기반, 무상치료제 방식의 
국영의료체계와 지방-중앙으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와 사업 전달체계, 병립형 
보건의료체계 등이 세마쉬코 모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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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기 SWOT 분석
<표 4-2>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의료기기 수입국 중 7위 

차지1)[시장측면]
∙ 미국/유럽산 대비 높은 가성비의 인식[설문/인터뷰]
∙ 한국기업의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수출 선호도 

높음[설문조사]
∙ 의료기기 품목 등록경험 보유(렌즈,세동제거기, 

치과용 X-선) [규제측면]
∙ 메가젠 수출, 오스템임플란트 사 현지 사무소 

운영[진출사례]

∙ 한국제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2)와 유통망 부족 
[시장측면]

∙ 먼 거리로 인한 운송비[시장측면]
∙ 정부입찰의 경우 현지 공급업체에 비해 불리한 

조건[규제측면]
∙ 언어 장벽, 현지 파트너(대리인) 발굴의 어려움3 

)[설문조사]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높은 인구수와 큰 시장규모4)[시장측면]
∙ 향후 EU 진출 교두보역할의 요충지[시장측면]
∙ 매우 높은 의료기기 수입비중5)[시장측면]
∙ 민간병원의 증가 추세6)[시장측면]
∙ 우크라이나 제조사는 250개 사에 불과해 제조 가능 

품목이 제한적[시장측면]
∙ 의료개혁에 따른 현대식 장비 구축 분위기[시장측면]
∙ 다양한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7)[정책측면]
∙ UNDP지원 의료기기 분야 공공조달시장 개혁 

추진8)[정책측면]
∙ 인증 발급 간소화 추세, EU 표준에 맞춤[규제측면]

∙ 미국 및 유럽 의료기기 업체와의 경쟁9)[시장측면]
∙ 개인병원의 예산부족으로 의료기기 중고품 구매 

추세 증가[시장측면]
∙ 의료기기 장비 교체에 대한 정부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정책측면]
∙ 병원의 90%가 국영인데 국영병원의 의료기기 교체 

속도는 느림[정책측면]

1) 2016년 HS Code 9018 의료기기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4백9십만 
달러어치 기기 수입

2) 독일, 이스라엘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럽 제조사들과의 경쟁 치열
3)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주요 유통사 ＂PROTECH SOLUTIONS UKRAINE＂, 

Bilimed, MEDPHARCOM-CENTER, MEDGARANT 등 접촉 필요
4) 42백만명의 인구,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은 중앙 및 동유럽(CEE) 지역에서 

12번째로 큰 시장 (2019년 524천 달러), 의료기기 시장 2015~2020년 높은 
연평균증가율(CAGR) 5.9%

5) 2019년 우크라이나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524백만 달러로 중 수입규모는 
4억6천5백만 달러로 수입비중이 88.7%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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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크라이나 민간병원 수는 5만여개 추산. 국립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대적 
의료기기 구축 수요 높음

7) World Bank의 “Serving People, Improving Health”는 2억6100만 달러 규모 
원조로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 지원

8) 총 16개의 국가 보건 프로그램을 운영, 입찰 시행 – Crown Agents, UNDP, UNICEF가 
각각 나눠서 맡고 있음ProZorro 우크라이나 온라인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

9) 미국은 2019년 우크라이나 전체 의료기기 수입의 약 12%, 정형외과 및 보철 수입의 
거의 25%를 차지했음또한 중국, 독일, 일본 등 경쟁사 기업들이 이미 진출하여 시장 확보

3) 디지털헬스케어 SWOT 분석
<표 4-3> 우크라이나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우크라이나의 수요품목(전자건강기록 등)에 대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력 및 제품력 보유1) [시장측면]
∙ 국내 기업의 신북방 3개국 높은 진출의지,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신북방 지역에 대한 진출 희망 
기업 많음[설문결과]

∙ 구소련 시대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도 
낮음[시장측면]

∙ 언어장벽,우크라이나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보 
부족 [설문조사]

∙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진출한 사례 부족 
[진출사례]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넓은 영토와 EU의 통합 움직임 계속[시장측면]
∙ 디지털헬스케어의 수요 증가와 인식확대, 가속화 

예상2)[시장측면]
∙ EU 표준에 맞는 의료산업 정비 추세[시장측면]
∙ 우크라이나 정부의 계획수립, 정부의지 

있음[정책측면]
∙ 디지털헬스케어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 

구축3)[정책측면]
∙ 등록절차의 복잡성은 높지 않음[규제측면]
∙ 원격의료 등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한 

합법화 추진[규제측면]

∙ 유럽 및 주변국가에 비해 낮은 우크라이나의 
디지털헬스케어 경쟁력 점수[시장측면]

∙ 가까운 유럽 및 이스라엘 기업이 이미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시장측면]

∙ 의료개혁 추진 관련 기관의 Fund 에 대한 비효율적인 
운용 [정책측면]

∙ 디지털헬스케어 보급 주춤4)[정책측면]

1) 원격진료,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사선학 관련 우크라이나의 수요품목에 대한 기술력 
및 제품력 보유

 - 병원정보시스템(HIS), 전자의료기록(EMR), 의학전자기록기, PAGS, RIS, 방사선학 
3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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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디지털헬스케어는 전체 우크라이나 의료시장에서 1% 정도 차지(4천억 UAH), 
향후 성장 전망. 그리고 코로나 19이후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전환 속도 가속화 예상

3) 우크라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은 우크라이나 의료 시스템 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EU)통합의 대외전략의 주요 요소
우크라이나의 국가 전략인 “디지털 아젠다2020”을 보면 의료시스템의 디지털화 언급
우크라이나 E-Health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국제기구 – USAID, EDGE Canada, 
World Bank, Global Fund to Fight AIDS and others

4) 2014년 디지털헬스케어 보급을 위한 정책 활발히 추진, 이후 대통령 교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정책 집행이 더딤

4) 의료서비스 SWOT 분석
<표 4-4> 우크라이나 의료서비스 시장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국내기업의 신북방 3개국에 대한 진출의지는 

높음1)[설문조사]
∙ 원광보건대학교의 MOU사례, 명지대학교의 진출 

시도 사례가 있음 [인터뷰]

∙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민간의료 
시장에서의 경쟁 치열[시장측면]

∙ 언어문제. 서류제출의 까다로움[규제측면]
∙ 국내 병원의 상업적 규모의 진출 사례 없음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2016년 전체 우크라이나의료비(5.3억달러로 국내 

총생산(GDP)의 5.3%)
∙ 정부개혁에 따라 의료서비스 및 의료 복지 환경은 

개선 [시장측면]
∙ 민간 의료 서비스 시장의 “업무 효율성의 개선, 

전문인력화, 새로운 장비의 서비스 품질 향상” 
추세[시장측면]

∙ 민간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 증가 [시장측면]
∙ 의사의 높은 의술실력, 낮은 임금[시장측면]
∙ 의료개혁 추진 중[정책측면]
∙ 외국 의료서비스 기관 등록 및 외국 의료진의 

면허획득 절차의 복잡성은 높지 않음[규제측면]
∙ 외국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 심하지 않고 

투자유치 환영 [규제측면]

∙ 국공립병원의 무료 진료에 대한 민간병원의 가격 
경쟁력 저하[시장측면]

∙ 국공립병원의 경우 우크라이나 경기 침체로 정부 
예산 부족 심화 [시장측면]

∙ 외국과 합작 설립한 우크라이나 민간병원 증가 
추세로 경쟁 예상[시장측면]

∙ 전국민 의무의료보험제도 개혁 추진이 더딤 
[정책측면]

∙ 한국 병원 설립 시 현지 의료면허인력 필수 채용 
필요[규제측면]

1) 의료서비스의 경우 아시아지역에 이어서 신북방지역에 대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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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방향 도출
1) 종합 Cross SWOT 분석

[그림 4-1] 우크라이나 종합 Cross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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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시장 진출 전략

제1절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시장 진출 전략

1.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모델
•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모델 수립을 위해 미션과 비전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도출 

하였음
- 미션 : 본 연구의 목적으로부터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핵심 키워드를 

조합하여 미션의 기본 방향을 정의하였음. 이에 따라 정의된 미션은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수출·현지진출 확대로 對우크라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임

- 비전 :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Environment) 분석, 
인터뷰 및 설문 내용, 규제사항, 진출 사례 등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핵심 키워드를 조합하여 비전의 기본 방향을 정의하였음. 이에 따라 정의된 
비전은 ‘국가 간 상호협력체계 기반 의료산업 경쟁력 차별화’ 임 

[그림 5-1] 미션/비전 방향 설정의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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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 SWOT으로부터 도출된 진출전략 모델은 아래와 같음

[그림 5-2] 우크라이나 진출전략 모델

• 미션, 비전, 진출전략 모델을 토대로 진출전략 체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음

[그림 5-3] 우크라이나 진출전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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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과제 상세
1) Ⅰ. 국가간 협력기반 개선
• 첫 번째 과제인 ‘국가 간 협력기반 개선’은 정책/규정 등 제약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도모하여 다양한 제약조건을 개선,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의 상호 진출에 대한 협력의지 및 한국에 대하여 정책 혜택/규제 

간소화에 대한 벨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함이 전제조건임 
• 첫 번째 전략과제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5-1> 전략과제 상세 Ⅰ
전략방향 :  Ⅰ. 국가 간 협력기반 개선

추진방향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사업 활용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 간에 협력관계를 구축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사업을 
추진

전제조건및 고려사항
양국 간 대화창구 마련, 양국 간의 상호 
진출에 대한 협력의지

전략과제 주요 내용전략과제 이행과제

Ⅰ.1 
한·우크라이나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

1) 한 우크라이나 기술개발 
지원 – 정부간 협의를 
통해 우선개발과제 도출

∙ 2020년 새로 기획된 해외원천기술상용화 지원사업에 
2021년부터 우크라이나도 포함될 예정.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합법화 되었고, CLINIC 
EUROPEAN ONCOLOGY 병원에서 이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

∙ 줄기세포 연구 한국기업과 우크라이나 수요 연계, 시범 
연구사업 추진

2)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

∙ 유레카, 유로스타2, H2020 등 유럽 국가와 한국기업간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추진과제가 될 수 있도록 기획 지원

3) 보건산업 분야 신규 
시범사업 기획 ∙ K-medi를 보급할 수 있는 시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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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 현지 맞춤 제품 경쟁력 강화
• 두 번째 과제인 ‘현지 맞춤 제품 경쟁력 강화’는 수출 호조 제품의 경우 수출 애로사항 

지원, 현지 수요 파악하여 수출 유망 제품 발굴, 원활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현지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여야 하며, 한국 제품, 한류에 대한 
선호도 제고가 전제조건임 

• 두 번째 전략과제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5-2> 전략과제 상세 Ⅱ

전략방향 :  Ⅱ. 현지 맞춤 제품 경쟁력 강화

Ⅰ.2 
국제기구의 
우크라이나 
지원사업 

활용방안 모색

1) UNDP의 조달시장 
지원 사업 참여방안 모색

∙ UNDP 가 현재 조달 지원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보유한 한국기업을 묶어 조달시장 진출 
지원

2) 국제기구의 재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협력

∙ 보건산업부 전, 현직 정책담당자간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현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KSP 사업 연계

3) EU의 디지털헬스케어 
지원사업 활용

∙ EU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우크라이나 현대화를 위해 
한국이 기술이전 또는 제품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 
제공

추진방향
∙ 우크라이나 현지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 
및 수출 진행 

전제조건및 고려사항
∙ 현지의 실질적인 수요 파악 필요
∙ 정기적인 조사 필요

전략과제 주요 내용전략과제 이행과제
Ⅱ.1 

정기적인 
현지수요조사실시 
및 수요 맞춤 제품 

개발 및 수출

1) 정기적인 기술 및 제품 
수요조사

∙ 현지 한국 대사관, KOTRA 또는 민간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정기적인 수요조사 실시

∙ 수요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공유 - 플랫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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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Ⅲ. 현지 친화형 진출모델 다양화
• 세 번째 과제인 ‘현지 친화형 진출모델 다양화’는 현지 수요에 적합한 기업 발굴,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협력/제휴 모델을 구축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시장현황/조달정보/전시회/파트너 현황 등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대응 등 비대면 플랫폼 통한 교류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조건임 

• 세 번째 전략과제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5-3> 전략과제 상세 Ⅲ

전략방향 :  Ⅲ. 현지 친화형 진출모델 다양화

2) 정기적인 기술 및 제품 
수요조사

∙ 수요에 맞는 또는 유사한 제품/기술 보유 기업 
매칭

∙ 본 연구수행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수요제품에 
대한 한국기업 진출 지원 - 줄기세포 연구, 
COVID19 대응 의료기기, 원격의료, E-헬스 
케어, 디지털 방사선학 관련 소프트 웨어 및 장비 
등 

∙ 對우크라이나 수출 여부 의사 확보 및 수출 지원 

추진방향
∙ 현지 수요에 적합한 기업 발굴,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협력/제휴 
모델 구축

전제조건및 고려사항
∙ 시장현황/조달정보/전시회/파트너현황 

등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필요
∙ 코로나19 대응 등 비대면 플랫폼 통한 교류

전략과제 주요 내용전략과제 이행과제

Ⅲ.1 현지 협력 
파트너 확보, 
유통망 네

트워크 구축 강화

1) 현지 유통망 한국 초대 행사
∙ BaDM, Optima Pharm, Venta 등 주요 제약 유통사 

초청
∙ 정기적인 교류회, 세미나 개최

2) 한국의 외국인 창업 지원 ∙ 보건산업 분야 외국기업 국내 진출 시 창업 투자 
액셀러레이터, 엔젤 클럽 연계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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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Ⅳ. 차별화된 시장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네 번째 과제인 ‘차별화된 시장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은 현지 시장 정보 수집 및 공유 

플랫폼을 통해 旣진출기업 및 진출 추진 중인 기업에게 차별화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정보 공유에 대한 지적소유권 등 정보보호가 필요하며, 기업이 실질적인 
시장정보 제공 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네 번째 전략과제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Ⅲ.2 메디칼 펀드 
조성 

1) PPP를 통한 민간병원 설립 ∙ 의료서비스 해외투자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모집하여 PPP를 통한 병원 설립 설명회 개최

2) 메디칼 펀드 조성 ∙ 보건산업 중심 의료기기 합작법인 설립, 신규제약 
개발, 병원 설립에 대한 메디컬 펀드 조성

Ⅲ.3 한국 제품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1) 현지 전시회 참가 시 홍보 
지원

∙ 전시회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보건의료 관련 회의/컨퍼런스/ 전시회, 세미나 

공유
 - International Medical 

Exhibition, Digital Med 
Conference 등 국제 전시회 직접 참가 및 
화상상담회 개최

∙ 참여 기업 참가비, 기타 비용, 통역 등 지원

2) 정기적인 교류회, 세미나 
개최

∙ 실무협력조직(Working Group)의 운영 및 정기적 
성과 달성 노력

∙ 한·우크라이나 정부 및 민간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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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전략과제 상세 Ⅳ
전략방향 :  Ⅳ. 차별화된 시장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추진방향
∙ 현지 시장 및 파트너 정보, 旣 

진출기업 사례 및 노하우 등을 
DB화 하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전제조건및 고려사항
∙ 旣 진출기업으로부터 실질적인 정보 취득
∙ 정보 공유에 대한 지적소유권 등 정보보호

전략과제 주요 내용전략과제 이행과제

Ⅳ.1 쌍방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1) 현지에 품목 등록한 
한국제품에 대한 DB 구축 ∙ 등록 완료한 한국 제품 DB화

2) 한·우크라이나 간 거래 
형태별 DB 구축

∙ 축적된 데이터를 업종/규모/지역 별로 
세분화시켜 통계, 마케팅, 생산성 연구, 교육 등에 
활용

3) 우크라이나 기업 DB제공
∙ 우크라이나 기업 개요, 매출액, 조달 참가 이력, 

신용도 등 기업 정보 DB를 전문기관을 통해 
수집하여 기업에 제공

Ⅳ.2 현지 시장 동향 
정보, 조달정보 

제공

1) 旣 진출기업, 현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장정보 수집

∙ 旣 진출기업으로부터 실질적인 시장 정보 수취
∙ 현지 공공기관과의 공식적,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분기별 인터뷰 실시 등)
∙ 현지 한국 대사관, KOTRA를 활용한 보건의료 

분야 시장 조사 지원 

2) 시장 및 조달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현지 기업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필요

∙ 기존 정보제공 플랫폼과의 연동 운영

3) EU의 디지털헬스케어 
지원사업 활용

∙ EU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우크 라이나 현대화를 
위해 한국이 기술이전 또는 제품수출 할 수 있는 
아이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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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과제 평가
1) 공통/국가별 과제 구분 및 우선순위 평가
• 본 연구를 통해 신북방 서부권 3개국(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이 공통으로 

수행가능한 과제와 국가별 개별과제를 구분하였음  
- 공통과제 : Ⅲ.2  기 구축된 메디칼 펀드 활용 

Ⅳ.1 쌍방향 데이터베이스 구축
Ⅳ.2 현지 시장 동향 정보, 조달정보 제공

- 우크라이나 개별과제 : Ⅰ.1 한·우크라이나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
Ⅰ.2 국제기구의 우크라이나 지원사업 활용방안 모색
Ⅱ.1 정기적인 현지 수요조사실시 및 수요 맞춤 제품 개발 및 수출
Ⅲ.1 현지 협력 파트너 확보, 유통망 네트워크 구축 강화
Ⅲ.3 한국 제품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Ⅳ.3 맞춤형 정보조사 역량 강화

• 공통과제에 대하여 중요도, 성과 달성도, 실행가능성,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면 ‘종합재정지원제도 구축’이 우선순위가 있음

Ⅳ.3 맞춤형 
정보조사 역량 강화

1) 체계적인 국내기업의 
진출관련 수요조사 역량 
확보

∙ 우크라이나 진출 관련 관심기업의 지속적인 발굴
∙ 대상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 조사 및 분석

2) 민관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조사 조직 운영

∙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공동으로 관심분야별 시장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 이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조사 실시 및 자료화

3) 언어 장벽 해결 ∙ 우크라이나어 가능 인력 필수, 통역 지원(영어로 
의사소통 안되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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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공통/국가별 과제 구분 및 공통 과제 우선순위 평가

• 국가별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현지 수요조사실시 및 수요 맞춤 
제품 개발 및 수출’과 ‘현지 협력 파트너 확보, 유통망 네트워크 구축 강화’ 과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5-5] 국가별 과제 우선순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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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추진과제(최고 우선순위 과제)
∙ Ⅲ.1 현지 협력 파트너 확보, 유통망 네트워크 구축 강화
∙ Ⅱ.1 정기적인 현지 수요조사실시 및 수요 맞춤 제품 개발 및 수출

- 우선 추진과제(차순위 우선순위 과제)
∙ Ⅰ.1 한·우크라이나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
∙ Ⅳ.3 맞춤형 정보조사 역량 강화

- 선택적 추진과제
∙ Ⅲ.3 한국 제품 인지도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 Ⅰ.2 국제기구의 우크라이나 지원사업 활용방안 모색

2) 공통/국가별 과제 실행 단계
- Ⅰ. 종합재정지원제도 구축

∙ Step 1 : 진출 실패, 손해발생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적절한 보상 및 보증제도 
개발(‘20년 하반기~‘21년 하반기)

∙ Step 2 : 기존의 K-Medical 펀드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진출금융 제공
(‘20년 하반기~‘24년 하반기)

∙ Step 3 : 성과분석/사후관리(‘23년 상반기~‘24년 하반기)
- Ⅱ. 쌍방향 현지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 Step 1 : 품목등록한 한국 제품에 대한 DB 구축(‘20년 하반기~‘22년 하반기)
∙ Step 2 : 한·우크라이나/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 간 거래 형태별 DB 구축

(‘21년 상반기~‘22년 하반기)
∙ Step 3 : 쌍방향 현지 의료정보 플랫폼 설계 및 구축

(‘21년 상반기~‘22년 하반기)
∙ Step 4 : 플랫폼 기반 우크라이나/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 현지 기업 DB 제공

(‘22년 상반기~‘24년 하반기)
∙ Step 5 :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22년 상반기~‘24년 하반기)
∙ Step 6 : 성과분석/사후관리(‘23년 상반기~‘2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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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공통과제 실행 단계

• 우크라이나 9개 국가별 과제의 세부 실행단계는 아래와 같음

[그림 5-7] 국가별 과제 실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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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크라이나 종합의견

전략적 요충지, 성장하고 있는 잠재력 있는 시장  
• 우크라이나는 7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항구를 보유한 전략적 물류의 

요충지이며, 전 세계 46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EU의 보건의료 인증시스템, 의료보험 
시스템 등 유럽의 표준을 따르고자 개혁하고 있어 유럽 등을 향한 수출교두보로서의 
역할 가능

• 인구 4천4백만 명으로 풍부한 내수시장을 비롯하여 구소련 시대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러시아 및 CIS 지역의 3억 명 인구와 유럽시장의 표준에 맞추는 노력을 통해 
유럽의 7.4억 명 인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시장

• 의약품구매비용 상환제도(무료 의약품 보급 걔혁), 의료기기/장비 교체사업,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활발한 법 제도화 활동, 외국과의 합작을 통한 민간병원 설립 
장려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개혁 움직임 활발

• 다만, 보건의료산업 개혁을 위한 정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예산 
부족으로 개혁의 속도가 더디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제품/서비스 수출 장려정책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KSP 사업 등을 통한 
의료개혁 마스터플랜 수립, 효율적인보건의료 개혁 예산집행 등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2014년 유로마이단 운동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아직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잠재해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정부패지수가 높은 편이라는 점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필요

우크라이나에서 수요가 있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국기업 매칭, 지원 확대 
• 제약·의약품 분야의 경우 줄기세포 치료가 합법화됨에 다라 이를 활용한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초음파진단기기, COVID19 
방역물품 및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수요제품이 있으며,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SW/HW 
등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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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 및 호감도는 높은 것으로 
보이나 한국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구매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음. 
우크라이나 소재 한국대사관이나 코트라가 한국 보건의료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창구(온, 오프라인 행사 등)를 마련한다면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미 파악된 수요제품과 우크라이나가 협력을 원하는 방향에 맞는 한국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우크라이나 시장으로 관심을 갖고 진출할 수 있도록 매칭 작업 필요. 향후에도 
한국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우크라이나 수요조사는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또한 
파악된 수요에 대해 한국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함

• 우크라이나에서는 외국기업이 투자를 해서 우크라이나 내에 합작법인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을 환영함. 한국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파트너를 찾아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인증획득, 제품등록, 조달시장 참여 등에 유리함. 합작법인 설립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및 한국기업을 연결해주는 네트워킹 지원(플랫폼 연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시범사업 시행을 통한 국가 브랜드 인지도 고취 
• 유럽의 비싼 의료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휴양지로 주변 국가의 환자들이 

의료관광을 오기도 함. 한국의 우수 의료시스템을 갖춘 대형 병원이 설립된다면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보건의료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우크라이나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줄기세포를 비롯한 수요기술 파악 후 한·우크라이나 공동 R&D를 기획하여 양국 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유도하고, 개발 결과물에 대해 공동출원, 공동사업화 등을 추진하여 
모범사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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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벨라루스 시장 현황 및 전망
제1절 정치·경제·사회 등 일반 개황 

요약

[일반 현황]
 - 총 인구 944만명(‘20년 통계청)
 - 면적 2,076만ha, 세계 84위
 - 민스크지역 포함 6개 주
[정치 현황]
 - 강력한 대통령중심제(공화제), 입법/사법/행정 분리
 - 루카쉔코 대통령 ‘20년 8월 6선에 당선(장기 집권, 독재 및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정치적, 

외교적 혼란 가중)
[경제 현황]
 - ‘19년 1.8~2.0%, ’20년 1.3~1.8%로 경제성장률 다소 둔화 예정
 - 국내 제조기업 70%가 국영기업, 외국인 투자 시 규제가 많은 편임
 - 러시아를 대신할 경제협력파트너 물색 등 대외경제협력 다변화정책 추진 중
 - ‘20년 내 WTO 가입 가시화 

1. 국가 일반사항 
• 벨라루스는 유럽 동부의 폴란드와 러시아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나라로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1991년 독립하였음. 행정구역은 6개의 주(voblasts)와 1개 자치구(horad: 
민스크)로 이루어져 있음

<표 7-1> 벨라루스 일반 사항
구분 내용
국명 국문 : 벨라루스 공화국, 영문 : Republic of belarus

위치
유럽 동부와 CIS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라트비아 141km, 리투아니아 503km, 
폴란드 407km, 러시아 959km, 우크라이나 891km 면해 있는 내륙국(북위 53도, 동경 
28도)

면적 207,600km2 (한반도보다 약간 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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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벨라루스-민스크) 2019년 상반기 해외출장자료, KOTRA, 2019

2. 정치적 현황 
벨라루스 최근 정치 동향 

• 벨라루스는 1991년 독립한 이후 시장경제 정책을 펼치려 했으나 현 루카쉔코 대통령 
취임 이후 구소련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전환
- 벨라루스의 경제는 1994년 이후 26년 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온 루카쉔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루카쉔코 대통령은 2006년 3월20일 대선에서 82.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3번 연속 

대통령 자리에 올랐으며, 2010년 대선에서 79.6%로 4선, 2015년 83.49%의 역대 
대선 사상 최고 득표율로 5선에 성공, 2019년까지 26년째 집권 중이며, 2020년 
8월30일(잠정)에 차기 대선 예정
-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2006년 및 2010년 대통령 선거에 루카쉔코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약 70% 찬성, 18.8% 반대, 12.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벨라루스 대학 설문조사 결과)

구분 내용
기후 온대 대륙성 기후로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우기로 일조량이 적으며, 기압이 낮음(1월 

평균기온 -5도, 7월 평균기온 16.5도)
지형 최고해발이 350미터 수준으로 전체 국토가 완만한 평지를 이루며, 숲, 천연늪지와 호수가 많음
수도 민스크(Minsk)

인구
총인구 947.5만 명(‘19.6월 기준, 자료원 : 벨라루스 통계청)
 - 인구증감률 (-0.17%, '18sus 대비 ‘19.6월 기준)
 - 평균수명 (남:69.2세, 여:79.4세, ‘18년 기준)
 - 출산율(1,000명 당 9.9명, ‘18년 기준)
 - 인구밀도 (45.64명/km2 , ‘19.6월 기준)

주요 지역 민스크 시(199.3만명), 고멜 주(141만명), 모길료프 주(105.3만명), 비텝스크 주(117.2만명), 
그로드노 주(103.9만명), 브레스트 주(138만명)

민족 벨라루스인(83.7%), 러시아인(8.3%), 폴란드인(3.1%), 우크라이나인 (1.7%), 기타 
소수민족(3.2%)

언어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 두 가지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러시아어가 일상 언어로 널리 쓰임
종교 러시아정교(80%), 가톨릭(15%), 개신교(2%), 기타(3%)

건국(독립)일 1991.7.27. (소련연방에서 독립선언)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공화제), 의회 민주주의
국가원수 알렉산드르 루카쉔코(Alexander Lukashe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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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정부 체제
• 벨라루스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된 대통령 중심제의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음
• (입법부) 입법부(Natsionalnoye Sobranie)는 1996년 11월 채택된 개정헌법에 따라 

양원제로 구성
- 하원(Palata Predstaviteley)은 국민 직선제로 선출된 임기 4년의 1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개헌안 발의, 법률안 심의 등 기능 수행
- 상원(Sovet Respubliki)은 지역대표제 등으로 선출된 임기 4년의 64명의 의원으로 

구성, 수도인 민스크시와 6개 주(Oblast)가 각각 8명 선출, 대통령이 8명을 임명. 
상원은 개헌안 승인,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검찰총장· 
중앙은행장 임명동의권 등 행사

• (사법부) 헌법재판 및 대통령 탄핵 등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민사·형사·행정·군사 
소송을 담당하는 일반 법원, 경제소송을 담당하는 경제법원으로 구성
- 헌법재판소는 벨라루스의 최고법원으로 대통령·의회·대법원 등이 제기하는 위헌법률 

심사, 대통령 탄핵 등 헌법문제를 심의, 결정하는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12명 중 6명은 
대통령이 임명

- 대법원은 일반법원 중 최고법원으로서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
- 고등법원은 6개 주도에 설치돼 있으며 지방법원은 각 행정구역별로 설치
- 경제법원은 개인, 법인, 외국인간 경제·경영 문제를 관할하는데, 최고경제법원, 주 

경제법원, 민스크시 경제법원이 있음
• (행정부) 3권 분립이 되어있다고 하나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이 비교적 막강한 편

- (대통령) 대통령은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재직 중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국군최고사령관직을 겸임

- (내각) 내각은 총리, 부총리 5명, 각부 장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종료, 총리 사임, 의회의 내각불신임 시 각료 
전원이 사퇴. 루카쉔코 대통령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2014년 12월27일 총리, 
경제부·교육부·에너지부·산업부 장관 등의 개각을 단행하였으며, 2018년 8월18일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2명, 건설부·산업부·정보통신부·경제부 장관 등의 개각을 
단행

-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는 6개 주(oblast)로 구성되며, 단체장(주지사)은 대통령이 
임명, 주지사는 주집행위원회(oblispolkom)의 장으로서 주행정을 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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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현황 
주요 경제지표 

• 벨라루스 경제는 러시아 경제에 의존적으로, ‘15~‘16년 경기침체 이후 러시아 경제 
회복과 함께 ‘17년 2.5%, ‘18년 3.0%의 경기 회복세를 보였으며, 산업생산과 
소비시장의 전반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경제지표와 대내외 전망 등을 고려 
시 ‘19년 1.8~2.0%, ‘20년 1.3~1.8%로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

<표 7-2>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인구 백만 명 9.481 9.498 9.505 9.492 9.475 9.475
명목 GDP 십억 달러 56.6 47.7 54.7 59.7 56.0 58.5

1인당 명목GDP 달러 5,972 5,025 5,763 6,294 5,910 6,174
실질성장률 % -3.9 -2.6 2.5 3.0 1.8-2.0 1.3-1.8

실업률 % 1.0 0.8 0.5 0.3 0.3 0.3
소비자물가상승률 % 13.5 11.8 6.0 4.9 5.9 5.8

재정수지(GDP대비) % 1.8 1.3 2.8 3.8 2.2 1.8
총 수출 백만 달러 26,660 23,538 29,240 33,907 36,145 38,191

(對韓 수입) 〃 46.9 37.2 44.6 44.8 64.0 60.0
총 수입 〃 30,292 27,610 34,235 38,441 39,150 41,099

(對韓 수입) 〃 47.0 28.5 28.6 32.6 43.6 46.0
무역수지 〃 -3,632 -4,072 -4,995 -4,683 -3,005 -2,908
경상수지 〃 -1,831 -1,612 -945 -266 -790 -761

환율(연평균) BYN/US$ 1.5864 1.9885 1.9318 2.0366 2.1400 2.210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51.41 38.89 55.47 60.64 56.74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13.44 85.59 97.28 108.42 101.2 n/a
주 : ‘19년은 추정치, ‘20년은 전망치
자료 : 벨라루스 통계청, 벨라루스 중앙은행, IHS Market, EIU, World Bank, EBRD, KITA36)

벨라루스 경제 전반의 특징
• 러시아 경제에 의존적인 나라로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특혜를 받아 원유와 가스를 

저렴하게 구입해 이를 가공수출하는 석유화학산업이 발달. 최근 국제유가가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러시아의 석유부문 세제 개편으로 인해 석유공급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2025년까지 88억~106억 달러의 손실이 전망됨 

36) 2020 벨라루스 진출전략, KOTRA, 2020



165

- World Bank, IMF, EBRD 등 국제기구들은 벨라루스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2019년보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음(‘19년 World Bank에서 발표한 
벨라루스의 순위는 전체 189개국 중 37위)

- 성장률이 비교적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벨라루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의 저조한 투자율 등으로 인해 현대화의 진척속도가 미진한 것과 같이 정부의 
경제구조 개혁 의지와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러시아는 금융 지원의 대가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정부는 러시아를 대신할 경제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대외경제협력 다변화 
정책(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을 펼치고 있음

- 국내 제조기업 중 70% 가량이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일종의 국영기업임. 따라서, 
외국기업이 투자를 실행하기에는 비교적 규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 경제에 다소 긍정적인 요인은 WTO 가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벨라루스 정부는 
WTO 가입을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 활성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임
- WTO 가입을 위한 기존 회원국과의 양자협상 과정을 통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일부 CIS 국가에 편중된 대외 경제관계 구조의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분석

벨라루스 경제 전망
• 대외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러시아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및 러시아 루블의 대폭 

평가절하로 인해 2015년 이어 2016년에도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2017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2018년에도 산업생산 확대, 개인 가처분 소득 증가,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뚜렷한 경기 회복을 보였음

• 그러나 2018년 하반기 들어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가 다시 이어지면서, 
러시아 루블 가치가 떨어지고 벨라루스 루블도 가치가 하락하는 등 ‘15/‘16년 경기침체 
때의 시장 불안요소가 다시 나타남

• 과거처럼 급격한 경기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탄력을 받아 더 성장 
하기에는 대내외 환경 고려 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 2020년 벨라루스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해 벨라루스와의 경제 교류 시 
바이어와의 직거래 전환, 중저가 제품 세그먼트의 시장진출확대 등을 통해 수출 
가격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37)

37) 2020 벨라루스 진출전략, KOTR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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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규제 현황 
주요 보건의료 지표

<표 7-3> 주요 보건의료 지표
구분 벨라루스 한국 OECD 평균

건강수준
기대수명(년) 75.3 82.4 80.8

출생률(1,000명당) 10.8 1.2 -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당) 3.0 2.8 3.9

보건의료자원 의사 수(1,000명당) 0.76 2.3 3.4
병상 수 (1,000명당) 9 12.0 4.7

보건의료비용
GDP 중 보건의료비 지출(%) 6.1 7.3 8.9

1인당 보건의료 지출
(USD PPP) $352 $2,688 $3,936

자료 : OECD Health Data 2018 (2016년 기준), World Bank, CIA World Fact Book, WHO Data

자국 산업 보호 정책 도입
• 현재 WTO 가입을 서두르는 한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조치도 병행하는 

다소 이중적인 모습
- 특히, 러시아 경제위기로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벨라루스 정부는 수입을 줄여 

균형무역수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차례로 도입
- 벨라루스 정부는 외화가 매우 부족하므로, 디폴트를 막기 위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하는 입장
• 상점에서 벨라루스 제품 진열 우대 의무, 수입 소비재에 대한 별도의 위생인증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최근에 도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강력한 외환 통제
• 원칙적으로 수입대금 선지불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첫 거래 시 수입자와 수출자가 

만족하는 대금지불 방법을 찾기 어려워 기업의 수출입 거래 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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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거래법령’에 의하면,
- 대외무역 거래 시 해외 송금 후 90일 내에 물품의 세관신고가 이뤄져야 함
- 물품이 기한 내 벨라루스에 도착하지 않으면, 수입기업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음. 

벌금액은 하루당 송금액의 2%를 부과, 단 송금금액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한 내(90일 내) 세관 신고가 불가할 경우 벨라루스 중앙은행에 세관 신고 지연을 

신고하고 확인받게 되면 벌금부과 없이 세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세관 신고 연장은 동일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1년에 1회만 허가

[참고]
• 벨라루스 중앙은행이 세관 신고 연장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경우
  - 신청인이 부적당하게 서류를 작성하거나 불충분한 서류를 제출할 시
  - 대외무역(세관 신고) 연장 신청일이 대외무역 완료일(송금 후 90일 이내)을 넘어 신청한 

경우
  - 신청인이 벨라루스 정부와 국립은행이 정한 법령 또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대외송금 후 제품 현지 도착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는 이유
  -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부터 겪는 벨라루스의 외환보유고 부족 현상과 자국화 가치하락을 

막기 위함인데, 벨라루스 수입기업들도 자국 은행이 아닌 러시아, 에스토니아 등의 은행을 
통해 대외거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함

5. 한국과의 경제 교류  
한국과의 관계

• 양국간 국교 수립 : ‘92.2.10
• 공관 설치

- ‘97.12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현재 : 제3대 즐레비치 대사) 
- ‘07.12 주벨 대한민국 대사관(현재 : 제4대 김용호 대사)

• 교역현황
- 한국 주요 수출품 : 차량 및 부품, 의약품 등
- 한국 주요 수입품 : 칼륨비료, 반도체, 유리섬유 등
- 對벨라루스 수출액이 ‘15년까지는 늘었으나, ‘16~‘17 이후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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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한국의 對벨라루스 교역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출액 40,954,795 47,025,690 28,469,499 9,311,000
수출증감률(%) -42.6 14.8 -39.5 -15.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 통계, 2018

<표 7-5> 한국의 對벨라루스 수출입 품목(2015~2017 누적)(단위 : 백만 달러, %)
수출 순위 수입

품목 금액 비중 품목 금액 비중
타이어 3,214 9.9 1 칼륨비료 33,709 75.3
승용차 2,464 7.6 2 집적회로 반도체 3,379 7.5
의약품 2,335 7.2 3 기타 의직물 1,596 3.6

자동차 부품 2,139 6.6 4 제재목 1,559 3.5
기타 기계류 1,934 5.9 5 철강선 534 1.2
의료용기기 1,860 5.7 6 마직물 406 0.9

분석시험기 부품 1,672 5.1 7 기타화학 및 공업제품 388 0.9
의료용 전자기기 1,294 4.0 8 분석시험기 327 0.7

화학기계 1,108 3.4 9 광학기기부품 324 0.7
고속도강 1,105 3.4 10 광학기기 282 0.6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 통계, 2018
• 동포현황 : 1,395명(‘14년)
• 인적교류현황 : 방벨 746명(‘15년), 방한 1,449명(’15명)

한-세계은행 협력기금 활용 보건시스템 현대화 사업
• 사업명 : 벨라루스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 목적 : 벨라루스의 정부재정 증가 및 인구변화 대응을 위하여 포괄수가제(DRG) 도입을 

통해 보건재정 본인부담금 비중 통제
• 내용 : 한국의 포괄수가제 도입 경험 공유 및 벨라루스 내(2지역, 10병원) 급성질환 

부분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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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 경과
 - 세계은행 내부에서 사업 승인(‘18.12월)
 - 주벨한국대사관측에서 한국정부 전문가 자문 협조 요청(‘19.2월)
 - 보건복지부에서 건보공단·심평원에 자문 요청(‘19.3월)
 - 건보공단·심평원에서 대사관에 전문가 자문 회신(‘19.4월~현재)

• 기간 : 2019년 1월 - 2021년 12월(총 3년)
• 예산 : World Bank 신탁기금38) 70만불(약 8.2억원)
• 관련 기관 :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한국 건강보험공단-벨라루스 보건부 MOU 체결
• 목적 : 상호간 보건의료 제도 관련 교류협력 강화, 벨라루스 정부의 의료서비스 구매 

기능 강화 기여
• 주요 내용 : 인적 자원의 전문역량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구성, 의료서비스 구매기능 

강화 지원 등 
- 의료보조인 마련
- 보건의료분야 교육 및 의료전문가 연수
- 의약품, 의료제품, 의료기기 유통
- 보건의료 투자프로젝트 증진
- 면역 프로그램, 전염병 퇴치 정보 등 보건의료분야 정보교환
- 보건의료분야 기초·응용연구 개발 

• 기간 : 2019년 11월 26일
• 추진 경과 

- 벨라루스 보건부 장관 한국 방문(블라디미르 카라니크 보건부 장관, 유리 셀리버스토프 
재정부 제1차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장과 MOU체결

• 보건복지부 면담 주요 의제(11.26 오후. 한국 보건복지부와 벨라루스 보건부간 면담 
진행)

38) 한국 기재부 세계은행 신탁기금(Korea World Bank Group Partnership Facility, KW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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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DRG(포괄수가제) 이행 및 보건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한국의 경험 공유
- 보건의료 인적 자원 교육 및 의료전문가 연수
- 보건의료 분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 개발
- 보건의료분야 정보 교환
- 한국산 의약품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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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건산업 시장 현황 및 규모

1. 제약·의약품 분야
요약

<표 7-6> 제약·의약품 분야 요약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 시장규모는 8억9천만 달러(‘18년)
∙ 의약품 시장규모가 전체 GDP의 1.5~1.7%를 유지, 

‘20년 2% 성장 예상
∙ 보건의료분야 지출에서 의약품 분야 비중은 25%로, 

의료분야 지출의 완만한 증가세와 함께 의약품 
시장규모 꾸준히 성장 예상

∙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현지합작생산·신약 
기술 구매 등을 희망하고 있어 현지 진출 기회는 
있는 것으로 확인

∙ 정식 등록 유통되는 의약품 약 4,800여 개, 그 중 
자국산 의약품 1,500여 개로 대부분 제네릭 의약품

∙ 벨 정부는 ‘20년에 현지 생산 의약품 비율을 
5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현지 등록 절차도 
까다로워 수출이 쉽지는 않은 상황임

∙ 전문의약품은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 대부분 
국공립인 중대형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쓰이므로 
정부조달 비중 큼

 - 최대한 낮은 가격 조달 필요, 한국은 ‘특정국가’에서 
제외되어 입찰 참여에 제한중임.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발기부전제, 면역증강제 
등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주요 수입 동향 유망 수출 품목
∙ 현재 연간 6~7억달러 수입, CEE지역 내 가장 큰 

제약 시장과의 근접성으로 수출 허브로 자리매김
∙ 항암제, 항생제, 백신 등 전문의약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 유럽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완제품 의약품 수출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 높은 
등록비용 등으로 한국은 등록/판매는 미미한 수준임

∙ ‘백신류’가 수출 유망함. 상당수가 정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사용되므로 꾸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생산 및 수출 현황 

• 제약산업은 벨라루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 산업으로서, 목표는 
2020년까지 현지 생산 의약품 비율을 55%까지 끌어올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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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산업에는 8천 명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종사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생산량은 
9% 증가했고, 전체 수출의 약 70% 이상이 러시아로 수출

<표 7-7> 벨라루스 제약 생산 및 수출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생산규모(백만달러) 502.2 534.4 501.7 527.2 547.5
성장률(%) n/a 6.4 -6.1 5.1 3.7

수출(백만달러) 162.2 142.7 157.0 203.9 157.7
자료 : 벨라루스 통계청

- 2018년 국내산 의약품 비율이 51.7%로 201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현지 제약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현지합작생산·신약기술구매 

등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벨라루스 현지 진출을 위한 기회는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7-8> 벨라루스 제약시장 금액 기준 구조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내산(%) 28.9 52.6 51.9 45.0 51.7
수입산(%) 71.1 47.4 48.1 55.0 48.3

자료 : 벨라루스 통계청39)

시장동향 및 향후 성장 가능성 
• 리서치 전문기관인 BMI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벨라루스 의약품 

시장규모는 8억9000만 달러 규모로 파악되고 있음 
- 벨라루스 의약품 시장규모는 전체 GDP의 1.5~1.7%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져서 2020년 이후에는 약 2%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표 7-9> 벨라루스 의약품 시장 동향 (단위 : USD 백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의약품 판매액 999 1,010 757 743 812 891 977 1,071
자료 : BMI Research (2019/2020년 수치는 예상치)40)

39) 2020 벨라루스 진출전략, KOTR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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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의약품 소비 패턴은 다음과 같음

[그림 7-1] 벨라루스 지역별 의약품 소비 패턴41)

- 인구 100,000명 당 소비액: 수도인 Minsk 지역이 48.44%로 전체 소비액의 절반 
가까이 소비하고 있음 (Minsk region 13,358,321USD, Vitebsk region 
8,121,670 USD, Grodno region 8,081,464USD, Gomel region 7,959,054 
USD, Brest region 7,820,259USD, Mogilev region 7,557,118USD)

• 향후 벨라루스 의약품 시장은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복지 지출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의약품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WHO 전망자료 등을 살펴보면, 벨라루스 전체의 보건의료분야 지출은 2014년 이후 

경기침체와 함께 상당폭 떨어졌는데, 2017년부터 다시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해, 
2021년 이후에는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

40) 의약완제품의 벨라루스 진출 가능성과 바이어 관심품목, KOTRA, 주한일 벨라루스 민스크무역관, 2019 인용
41) REVIEW OF LEGAL REGULATION OF PHARMACEUTICAL BUSINESS IN THE REPUBLIC OF BELARUS, 

2018, REV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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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분야 지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65% 가량, 2020년 에는 정부지출 
규모가 24억 달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보건의료분야 지출에서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가량, 의료분야 지출의 
완만한 증가세와 함께 의약품 시장 규모도 꾸준히 커질 것으로 보임

<표 7-10> 보건의료분야 지출 추이 (단위 : USD 백만)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금액 4,410 4,299 2,962 2,705 2,893 3,121 3,373 3,651
정부 지출 2,921 2,828 1,933 1,746 1,883 2,042 2,213 2,394
민간 지출 1,489 1,471 1,029 959 1,010 1,079 1,160 1,257

자료 : BMI Research (2018/2019/2020년 수치는 예상치)42)

2)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전문 의약품 / 일반 의약품 니즈 확대  

• 전세계 64개국 700여 제조사에서 만든 의약품이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음. 정식으로 
등록되어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은 약 4,800여 개, 그 중 자국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은 
1,500여 개로 거의 대부분이 제네릭 의약품임.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가운데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은 40% 가량

• 최근, 의약품의 현지 등록이 까다로워지고 있어 현지 등록이 필수인 전문 의약품의 
경우 한 동안은 수출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됨

• 벨라루스 현지 의약품 수입기업들은, 전문 의약품에 대한 수요도 높지만, 등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고, 등록을 하더라도 판매규모 등에 대해서는 확실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음

• 최근, 바이어들은 전문 의약품뿐 아니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 특히 
발기부전제, 면역증강제 등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편임
- 발기부전 등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이 많아져 의사의 별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발기부전제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바이어들은 전망하고 있음

42) 벨라루스 인체용 백신 시장동향, KOTRA, 주한일 벨라루스 민스크무역관, 201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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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시장을 통한 진입 필요  
• 벨라루스 정부는 자국산 제품 보호를 위해 다양한 비관세 장벽(가격정책 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편임
그러나, 전문 의약품의 경우 그 중요성에 비해 벨라루스 현지 제약사가 생산하지 못하는 
약품들이 많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전문 의약품 특성상 거의 100% 국공립인 
중대형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쓰이므로 상당수가 정부조달로 납품되는 구조임

• 의약품의 정부조달 규모는 2억 달러를 넘는 수준인데,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도 조달 책정 예산규모는 2.7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7-11> 의약품 분야별 정부조달 규모(‘18년 기준)
구분 조달액 (USD 천) 비중

소화/내분비계 치료제 17,510 6.5%
혈액 치료제 30,825 11.4%

심혈관 치료제 7,100 2.6%
피부질환 치료제 360 0.1%

비뇨생식기 질환 치료제 4,122 1.5%
호르몬 치료제 3,635 1.3%

항생제 36,010 13.4%
항암제 및 면역조절제 75,100 27.9%

신경장해 치료제 17,403 6.5%
호흡기 치료제 57,130 21.2%

감각기관 장해 치료제 6,946 2.6%
기타 13,359 5.0%
총액 269,500 100.0%

자료 : 벨라루스 보건부

• 의약품 조달구매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격임. 의약품 등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1차적으로 품질 검증이 우선이나, 실질적으로 
조달납품의 성공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 조달을 하는 것임
- 기존에 인도, 러시아 등에서 조달해 온 백신은 가격은 낮았지만, 품질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여 인도/러시아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약품을 낮은 
가격에 조달하는 것이 벨라루스 보건부의 구매전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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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 보건부는 2019년 4월, 보건부 장관 훈령 개정을 통해, 벨라루스 내 미등록 
의약품에 대한 입찰참여 자격 요건을 더 강화했음. 본 개정으로 우리나라가 ‘특정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벨라루스 내 미등록 약품일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음
- 입찰에 참여 가능한 ‘특정 국가’는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스위스, 일본,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임

유통 채널43) 
• 의약품은 병원을 제외한 일반 약국 소매 판매가 전체 시장의 75%를 차지함. 최대 

도매상인 Belpharmacia는 주정부 소유. 상위 5 개 유통 업체가 시장의 44%44)를 
차지하며,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Dominantpharm은 러시아의 주요 유통 업체 
Katren이 소유하고 있음. 전체 약 3,000 개의 약국이 있으며 이 중 58%가 주에서 
소유, 국유 약국의 37%는 Belpharmacia이 소유하고 있음. 가장 큰 개인 체인인 
Apteka-Group Holding은 약 7%의 약국을 소유하고 있음. 민간 약국은 수도 및 지역 
센터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 약국은 수입 의약품의 약 75%를 판매하고 있음

주요 기업
• 벨라루스에는 25개의 로컬 제약사(국영/민간/동물의약품 포함)가 있는데, 거의 100%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음. 인체 의약품 제약사의 경우, 2017년 9월 정부(보건부) 
주도로 Top 3 제약사를 중심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 구조조정의 핵심 방향은 1)자국산 의약품 유통 확대, 2)수출경쟁력 강화임
 - 우선적으로 자국 제약사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 벨라루스 제약사 간 동일한 

의약품을 중복 생산하지 않고, 시장 내에서 자국산 제품끼리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조사 간 생산 의약품 목록을 조정

 - 또 의약품 수출 확대를 위해,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에 있음.
 - 정책 중의 핵심적인 부분은 제네릭 약품 가운데 수출이 유망한 제품을 선별해서 벨라루스 

제약사가 비교적 저가의 고품질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것임. 그 외에도 
외국 제약사와의 기술교류 등을 독려하고 있음

43) Industry Insight : Pharmaceutical Industry in Russia, Ukraine, Belarus and Kazakhstan, Schneider 
Group, 2017

44) 도매매출 기준 Belmedpreparaty(75.9백만달러), Borimed(63.1백만달러), Pharmland(29.9백만달러), 
ELekpham (35.3백만달러), Minskintercaps(23.6백만달러) 합계 227.7억달러(44%). 유라시아경제연합 
(EEU)권의 보건산업 정책변화 및 시장진출 전략연구, 201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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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로컬 제약사 중 Top 10은 아래 표와 같으며, Global 기업을 포함하여 현지 
최대 기업은 ‘Belmedpreparaty'임

<표 7-12> 벨라루스 로컬 의약품 제조 업체(Top 10, 로컬 제약사)

Manufacturer Ownership
Revenue 
in 2014, 
USD m

Specialization HQ 
Location

Belmedpreparaty State 88 Cardiology, dermatology, neurology, 
metabolism, etc. Minsk

Borisovskiy ZMP/
Borimed State 49 Bacteriology, cardiology, etc. Minsk 

Region
ELekpham Rompharm

(BG) 34 Cardiology, gastroenterology, 
respiratory system, etc.

Minsk 
Region

Pharmland Holden-
Medicalbv(NL) 30 Blood system, infections, testing 

systems Minsk

Minskintercaps State 25 Cardiology, alimentary tract, 
allergies Minsk

Nesvizh Plant of 
Medical Preparations State 15 Blood system Minsk 

Region
Ekzon Mixed 6 Dietary supplements, syrups, etc. Brest

Nativita Private
(IN, LT, RU) n/a Monoclonal antibodies, 

lungs/breathing
Minsk/
Vitebsk

Pharmtechnology Private n/a Dermatology, musculoskeletal 
system Minsk

Triplepharm Mixed n/a Antibiotics Minsk 
Region

• 주요 수입 업체로는 Sanofi-Aventis, Novartis, Bayer Healthcare, Takeda, 
Roche, Gedeon Richter, GSK45) 등이 있음

<표 7-13> 벨라루스 의약품 제조 업체(Top 10, 글로벌 기업 포함)

45) BELARUS PHARMA MARKET REPORT, PHARMEXCIL HYDERABAD, 2019.6 

Manufacturer Bulk sales, mln USD mln packs Bulk sales growth in USD (%) Bulk sales growth in packs (%)
Belmedpreparaty 98.18 54.85 9.19 -1.64

Borysov Pharm. Factory 62.97 83.11 10.42 0.71
Lekpharm 49.76 17.90 18.48 3.66
Novartis 41.86 6.74 22.09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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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REVIEW OF LEGAL REGULATION OF PHARMACEUTICAL BUSINESS IN THE REPUBLIC 
OF BELARUS, 2018, REVERA

3) 주요 수입 동향
의약품 수입 동향 

• 의약품 수입 현황은, 연간 대략 6~7억 달러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4년에는 8억 달러를 넘어섰다가, 경기침체와 함께 2015년부터 수입이 감소하였음. 
그러나 벨라루스는 CEE지역 내에서 가장 큰 제약 시장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제약 수출 
허브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 2017년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완만한 수준에서 조금씩 늘고 

있음. 2023년에는 8억8천5백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 2018년 기준으로 주요 수입국은 1위 러시아(109.3백만 달러), 2위 독일(87.8백만 

달러), 3위 프랑스(48.6백만 달러), 4위 인도(45.1백만 달러), 5위 미국(40.3백만 
달러)이며, 그 외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네덜란드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음

<표 7-14> 의약품 수입 동향(HS코드 30 기준) (단위 : USD 백만,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Q

수입 금액 610.8 599.0 714.3 730.8 176.4
수입 증감률 △25.28 △1.93 19.25 2.31 1.80

자료 : Global Trade Atlas46)

46) 의약완제품의 벨라루스 진출 가능성과 바이어 관심 품목, KOTRA, 주한일 벨라루스 민스크무역관, 2019 인용

Manufacturer Bulk sales, mln USD mln packs Bulk sales growth in USD (%) Bulk sales growth in packs (%)
Pharmland 28.30 17.77 16.55 7.74

Sanofi-Aventis 24.81 4.06 4.13 1.25
Pharmtechnology 24.36 20.62 16.24 0.47

Takeda 21.61 2.46 0.23 2.29
Gedeon Richter 21.43 3.44 8.98 14.74

Bayer Healthcare 21.42 2.85 7.31 3.45
Other 542.25 168.05 15.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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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 전체 의약품 시장 규모가 9억 달러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벨라루스는 수입 
의약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벨라루스 내 의약품 제조사는 주로 제네릭 생산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OTC(일반 의약품) 약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음
- 항암제, 항생제, 백신 등 집중 치료에 필요한 전문 의약품은 주로 수입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유럽산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의약품 구매 계획 
• 2020년 29백만 달러의 항암제 구매 계획47) 발표(블라디미르 카라니크 보건부 장관)

- 전체 예산의 30%가 종양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할당되며, ‘20년에 항암제 구매를 
위해 약 29백만 달러(6천만 Belarusian ruble, USD 1=2.09Br)의 예산이 수립됨

4) 유망 수출 품목 
對벨라루스 의약품 수출 동향 및 수출 유망 품목

• 우리나라의 경우,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의약품 규모는 연간 3백만 달러 내외인데, 
2017년 312만 달러로 최고액을 기록했다가, 2018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 전체 수출에서 의약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7% 
대로 여전히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임
- 우리나라는 주로 의약품 원료를 많이 수출하고 있음. 완제품 수출은 연간 1백만 

달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표 7-15> 한국의 對벨라루스 의약품 수출 동향(MTI 741160 기준)(단위 : USD,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1Q
수출금액 2,432,395 2,945,498 3,123,901 2,335,049 548,402

수출증감률 12.1 21.1 6.0 △25.3 △31.1
수출비중 5.2 10.3 10.9 7.2 6.2

전체 수출금액 47,025,690 28,469,499 28,644,879 32,558,623 8,799,556
전체수출증감률 14.8 39.5 0.6 13.7 50.8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47) 2019년 11월 3일 BelTA, 
https://www.belta.by/society/view/v-2020-godu-belarus-planiruet-zakupit-protivoopuholevye-pr
eparaty-na-br60-mln-36798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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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업의 완제품 의약품 수출은 비교적 까다로운 등록절차와 등록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등록/판매는 미미한 수준임
- 하지만, 2017년 이후, 국내 기업 일부에서 의약 완제품 수출을 조금씩 늘려 가고 

있고, 최근에는 벨라루스 내 의약품 등록을 통해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음

• 수출 유망한 의약품은 백신류임. 벨라루스의 백신 수입규모는 매년 1.3~1.5억 달러 
정도임.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쓰이는 백신 이외에 개인이 민간병원에서 개별적으로 
맞는 백신(가령 독감백신) 등도 있지만, 수입되는 백신 상당수는 정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백신인 것으로 파악됨
- 인체용 백신(HS 300220) 관련, 벨라루스의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있음. 중국의 경우, 2014년까지는 수입국 1위였으나, 2015년부터는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對벨라루스 인체용 백신 수출은 51만 달러로, 2014년에 
비해 약 1.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전체 의약품 수출에서 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가 

되는데, 백신 이외 의약품이 대부분 원료 등인 점을 감안할 때 완제품 의약품 가운데 
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임

<표 7-16> 한국의 對벨라루스 백신 수출 동향 (단위 : USD,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對벨라루스 수출 총액 40,954,795
(△42.6)

47,025,690
(14.8)

28,469,499
(△39.5)

28,644,879
(0.6)

14,571,975
(19.3)

의약품 수출액 2,169,154
(△10.7)

2,432,395
(12.1)

2,946,498
(21.1)

2,407,357
(45.6)

1,488,798
(9.1)

인체용 백신 수출액 355,488
(△1.8)

473,995
(33.3)

591,298
(24.7)

513,821
(△13.1)

15,990
(△93.4)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

• 인체용 백신(HS 300220) 수출과 관련, 벨라루스 현지의 수입 관세율은 2%이며, 특기할 
만한 수입규제는 없음. 다만, 원칙적으로 벨라루스 현지에 의약품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주 간혹 예외적으로 벨라루스 보건부 장관의 임시 수입허가를 근거로 
해서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제품이 수입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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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 경우는 벨라루스 현지 정부의 사정 상, 매우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거나, 보건부 내 위원회 등의 회의를 통해 임시 수입허가를 통해 수입이 
필요하다고 결의된 제품 등에 한해서 진행되는 예외적인 경우임

• 의약품 중 수출유망품목으로 인체 의약품과 동물용 백신 등을 들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7-17> 수출 유망 품목(인체 의약품)
품목명 구분 내용

인체 의약품
(백신, 항생제, 전문 

의약품 등)

HS Code

2941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39.3
대한수입액(‘18/US$백만) 1.64

3003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27.1
대한수입액(‘18/US$백만) 0.005

3004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472.7
대한수입액(‘18/US$백만) 1.64

선정
사유

* 항암제 등 전문의약품 관련, 기존 유럽산 고가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제품에 대한 수요 점증

* 전문의약품 가운데 백신, 항암제 등 일부 한국산 의약품이 소개되면서, 
한국산 약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

시장
동향

* 벨라루스 보건부 산하 공공조달 대행기관인 ‘벨파르마찌야’는 정부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고가 전문의약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전문의약품 조달을 확대할 예정

* HS 2941/3003/3004 제품 관련 2018년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수출은 
달러로 전년대비 6.3% 증가

경쟁
동향

* 유럽·미국·러시아·인도산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벨라루스 정부 및 
국공립 병원에서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상승

진출
방안

* 벨라루스 보건부 및 현지 국공립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약품 목록을 
확보한 후, 우리 의약품 제조기업 또는 도매상이 공급가능한 제품에 대해 
현지진출 실시

자료 : 2020 벨라루스 진출전략, KOTR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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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8> 수출 유망 품목(동물용 백신 등)
품목명 구분 내용

동물용 백신,
동물사료첨가제

HS Code

300230
수입관세율(%) 3

수입액(‘18/US$백만) 40.6
대한수입액(‘18/US$백만) 0.00

230990
수입관세율(%) 5

수입액(‘18/US$백만) 46.8
대한수입액(‘18/US$백만) 0.18

선정
사유 * 최근 동물용 백신·가축용 비타민·어분 등 인콰이어리 접수
시장
동향

* HS 230990 제품관련 2018년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수출은 달러로 
전년 대비 27.05% 증가

경쟁
동향 * 러시아·미국·유럽·중국·폴란드·세르비아 등이 경쟁국
진출
방안 * 국영농장 대상 동물백신·사료첨가제 등 조달 납품 추진

자료 : 2020 벨라루스 진출전략, KOTRA, 2020

2. 의료기기 분야
요약

<표 7-19> 의료기기 분야 요약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3억9,600만 달러(’18년), 
향후 5년간 연평균 5%씩 지속성장하여 ‘23년에 
5억 달러 예상

∙ 의료기기 시장 전체의 80%, 치과기기는 거의 100% 
수입

∙ 시장규모: 기타의료기기>의료소모품>영상진단기기> 
치과용기자재>환자보조기구>정형외과 및 보철학과 
제품 순

 * 기타의료기기 : 휠체어, 병원가구, 안과장비, 살균 
장치, 소독기, 수술장비, 자외선적외선 장비 등

∙ 한국산 임플란트 시장의 선전 : ‘19년 2,000만 달러 
이상 수입, ‘19년 5월까지 한국 제품 39.95%로 
시장점유율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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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규모 

• ‘18년 기준 벨라루스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3억 9,060만 달러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5%씩 지속 성장해 2023년에는 시장규모가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재무비용의 한계로 장비의 빈번한 업그레이드 및 교체를 허용하지 않는 정책에 
따라 성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새로운 의료 시설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지 않아 새로운 장비에 대한 수요가 실제 구매량을 2~3배 이상 초과하고 있음. 장비의 
상당 부분이 10년을 초과하여 평균 수명을 초과하여 노후한 경우가 많음
- 벨라루스 의료기기 시장은 전체의 약 80%, 치과기기 시장은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표 7-20> 벨라루스 의료기기 시장 규모 예측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액(백만루블) 797.2 871.7 960.8 1,064.6 1,185.4 1,319.8
총액(백만달러) 390.6 403.4 421.2 443.4 470.2 499.7

예측환율(루블/달러) 2.0 2.2 2.3 2.4 2.5 2.6
자료 : 벨라루스 통계청, Fitch Solutions48)

• ‘18년 품목군별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기타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영상진단기기, 
치과용 기자재, 환자보조기구, 정형외과 및 보철학과 제품 순으로 시장규모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2013년 대비 치과용 기자재 시장이 두드러지게 급성장하였음 

48) 벨라루스 의료기기산업, KOTRA, 김동묘 벨라루스 민스크무역관, 2019 인용 

주요 수입 동향 유망 수출 품목
∙ 의료기기 수입규모 약 3억2,500만 달러(‘18년). 

독일이 15% 이상 차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순

∙ 수입시장 비중은 기타의료기기(30%)> 영상진단 
기기(20%)>의료소모품>치과용기자재>환자보조기
구 순

∙ 과거 구매했던 장비(영상진단기기) 등의 교체수요로 
진단기기의 수요 증대

∙ 사립병원의 초진용 초음파기기 수요 증대
∙ 진단기기, 분석장비에 대한 수요 점차 증대
∙ 한국산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에 따라 다른 치과 

장비(3D덴탈 스캐너, 브라켓 등)도 관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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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료기기 : 휠체어/병원가구/안과장비/살균장치/소독기/수술장비/자외선적외선장비 등
- 의료소모품 : 붕대/드레싱/봉합재료/주사기/바늘/카테터/수술장갑/응급키트/진단시약 등
- 영상진단기기 : 초음파/전자진단장비/자기공명장치/MRI/CT/엑스레이 등
- 치과용 기자재 : 치과용 드릴/치과용 의자/치과용 의자/치과용 엑스레이/기타 치과용 기자재
- 환자보조기구 : 휴대의료장비/기계치료장비/호흡치료장비 등
- 정형외과 및 보철학과 제품 : 인공관절/의수/의족/고정장치 등

<표 7-21> 벨라루스 의료기기 시장 품목군별 구조(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의료소모품 80.8 96.6 79.4 59.1 79.7 81.4 84.3
영상진단기기 86.9 119 82 66.8 74.9 64.4 68.1
치과용 기자재 36.3 39.4 29.6 29.3 41.6 50.8 50.3
정형외과 및 

보철학과 제품 27.1 29.5 26.1 27.8 21.3 26.7 27
환자보조기구 44 48.7 38.2 33.6 37.2 42.4 44
기타 의료기기 157.4 140.3 100.6 75 126.4 124.8 129

합계 432.5 473.5 355.9 291.5 381.1 390.6 402.8
자료 : 벨라루스 통계청

생산 및 수출 동향 
• ‘17년 기준 벨라루스 현지 의료기기 생산시장은 약 1억9,380만 달러임. 대부분인 

1억5,360만 달러는 일반 의료기기, 수술용 기자재, 치과 기자재 등이었으며, 약 
3,630만 달러는 엑스레이 장비가, 나머지 390만 달러는 정형외과 및 보철학과 제품 
등이 차지하였음
- 특히 엑스레이 장비의 경우 벨라루스 기업인 Adani UE사가 생산(‘17년 1,176대 

생산)을 하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의 90~95%를 수출용으로 생산하여 85개국에 
수출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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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2> 벨라루스 의료기기 주요 생산동향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주사기, 바늘, 카테터, 
캐뇰라 등(백만 개) 195.6 171.5 177.1 226.2 311.5

투석장비, 이뇨장비(천 개) 12,942 13,359 13,013 12,833 21149)

수혈장비, 마취장비(천 개) 18,807 20,567 13,007 14,358 11,007
의료 및 수술용 살균기 (개) 44,747 44,988 20,591 5,544 18,119

자료 : 벨라루스 통계청

• ‘18년 기준 벨라루스 의료기기 수출시장은 약 7,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10.9% 
성장하였음. 루블기준으로는 1억6,130만 루블로 전년대비 약 17.1% 성장하였으나 
루블화의 약세로 달러 기준 성장률은 다소 둔화되었음
- 참고로 ‘13~‘18년 수입시장은 루블기준으로 연평균 16.5% 성장하였으나 

달러기준으로는 연평균 -1.3% 감소함
• ‘18년 수출시장 제품군 구조는 의료소모품이 전체의 40%를 상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기타 의료기기가 약 25%를 차지, 이 외에 치과용 기자재, 
영상진단기기, 정형외과 및 보철학과 제품 등이 나머지를 차지

• 국가별 수출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전체 수출시장의 59.9%를 차지하여 
최대의 수출국이었으며, 그 뒤를 26.8%로 슬로바키아가 차지함
- 전체 수출시장의 약 70%를 구소련국가들(CIS)이 차지하였음

<표 7-23> 벨라루스 의료기기 수출시장 국가별 비중(‘18년 기준)

49) ‘17년의 대폭하락은 원자재 수급부족으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생산중단에 기인

연번 국가명 ‘18년 수츨액(천달러) 점유율(%)
1 러시아 47,301 59.9
2 슬로바키아 21,179 26.8
3 카자흐스탄 1,893 2.4
4 리투아니아 1,571 2
5 우크라이나 1,443 1.8
6 아제르바이잔 484 0.6
7 이탈리아 420 0.5
8 폴란드 41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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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관세청

2)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한국산 치과기기의 선전 

• 벨라루스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2009년 처음 1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7년에 
처음으로 1,000만 달러가 넘었음. 거의 10년 만에 10배 가깝게 성장하였음. 
2018년에는 1,8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했고, 2019년에는 최초로 2,000만 달러 이상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표 7-24> 의치과 치과용품 기타류(HS 902129/관세율:0 또는 5%) : 최근 10년 수입 규모
(단위: USD 1000,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1,248 2,105 2,370 5,633 5,655 4,761 5,970 10,297 18,117 8,918

증감율 12.02 68.73 12.57 137.67 0.4 △15.8
1 25.39 72.48 75.95 34.56

* 2019년은 1~5월
자료 :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연번 국가명 ‘18년 수츨액(천달러) 점유율(%)
9 네델란드 402 0.5
10 미국 373 0.5
11 사우디아라비아 357 0.5
12 독일 354 0.4
13 인도네시아 323 0.4
14 터키 300 0.4
15 스위스 249 0.3
16 에스토니아 241 0.3
17 프랑스 237 0.3
18 키르기스스탄 228 0.3
19 우즈베키스탄 197 0.2
20 아르메니아 147 0.2

20개국 소계 78,118 98.9
기타 국가 899 1.1

총계 79,0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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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MIS(독일/이스라엘)와 알파바이오(스위스) 제품은 메이저 
제품으로 통하고 있음. 스위스, 이스라엘 등 서구 국가들이 개발해서, 자체 브랜드 
밸류를 키워 왔고, 지금은 임플란트계의 명품으로 통하고 있음

• 그러나, 2017년부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요 수입국 순위 5위 안에 진입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들어 한국산 임플란트의 시장 점유율이 30% 가까이 올랐음. 
이스라엘과 스위스 제품에 의해 양분되었던 시장이 3파전으로 돌입하게 된 것임

• 임플란트 제품의 인기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른 치과 장비도 차츰 수출이 
늘고 있음.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치과 현장에서 의사들로부터 검증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임플란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비교적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제품이 3D 덴탈 스캐너임. 벨라루스의 3D 덴탈 스캐너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650만 
달러 정도인데, 주요 수입국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며, 러시아로 수입된 제품이 
들어오기도 함

<표 7-25> 3D 덴탈 스캐너(HS 903149/관세율:0%) : 최근 10년 수입 규모
(단위: USD 1000,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1,635 1,349 2,264 3,246 3,126 2,096 1,443 3,533 6,497 1,868

증감율 △32.62 △17.49 67.8 43.38 △3.70 △32.93 △31.19 144.92 83.9 △56.45
* 2019년은 1~5월
자료 :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표 7-26> 3D 덴탈 스캐너(HS 903149) : 최근 3년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단위: USD 1000, %)

순위 2017 2018 2019. 1~5월
국가 수입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1 러시아 980 27.74 독일 3,228 49.69 독일 517 27.69
2 독일 951 26.91 러시아 1,861 28.65 이스라엘 291 15.55
3 중국 535 15.15 스페인 436 6.71 한국 278 11.9
4 폴란드 186 5.26 미국 266 4.1 러시아 222 11.9
5 이스라엘 183 5.18 일본 179 2.75 미국 151 8.09
6 한국 173 4.89 이탈리아 144 2.21 리투아니아 126 6.78
7 스페인 140 3.95 중국 79 1.22 벨기에 109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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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 우리나라 제품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2019년 5월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 
12%가량을 차지하며, 입지를 조금씩 넓혀 가고 있음

• 치과용 의자 수입시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제품의 시장진입이 전무한 분야임
- 독일산 제품이 기존에 시장의 40% 가량을 점유하며 1위 자리를 지켰으나, 2019년 

8월 기준 중국산이 40.49%를 차지하며 1위로 올라섰음50)

• 구강청결용품(치약,치실 등) 수입시장은 전체 수입시장 규모가 2018년 기준 2,473만 
달러에 달하나 우리제품의 시장점유율은 0.01%로 미미한 수준임
-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전체는 치약(HS코드 330610)임

COVID-19로 인공호흡기 수요 확대  
• 벨라루스는 '20년 5월 현재 약 2,200개의 인공호흡기와 1,500개의 마취 및 호흡장치를 

보유하고 있음. 10만명 당 25개에 해당. 러시아(28개), 독일(30개)보다는 적으나, 
폴란드(21개), 영국(12개), 우크라이나(8개) 보다는 많은 수임 

• 국내 생산이 부족한 부분은 주로 EU, 미국 및 중국에서 수입하며, 9개의 대형 
제조업체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85%를 차지. 2019년은 전 세계적으로 한달에 6,000개 
장치 생산하였음. 벨라루스는 국내 생산 능력을 가까운 장래에 한 달에 최대 70대까지 
늘릴 계획임. 전 세계 인공호흡기 시장의 연간 규모는 10억 달러로 추정되며,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50) 벨라루스 치과 전시회 참관기, KOTRA, 2019

순위 2017 2018 2019. 1~5월
국가 수입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8 이탈리아 96 2.71 우크라이나 63 0.96 스페인 44 2.35
9 프랑스 74 2.1 영국 59 0.9 중국 34 1.81
10 캐나다 73 2.06 프랑스 43 0.66 대만 18 0.98

한국(23위) 1.5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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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7> 주정부 프로그램에 의한 인공호흡기 구매 내역51)

• 인공호흡기는 매우 비싼 의료장비로 예산 지출 항목으로서 구매됨. 세계은행은 적자에 
직면한 벨라루스에 의약품, 상품 및 장비 구매를 위한 비상 자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함. 
인공호흡기, 마스크, 보호복 및 고글, 테스트시스템 등의 구매를 위해 9천만 유로를 
대출해 줄 것으로 협의. 또한 공화국 당국은 5천만 유로의 의료 대출을 할당하는 것으로 
유럽 투자은행과 협의함

51) https://naviny.by/article/20200504/1588593019-chto-v-belarusi-s-apparatami-ivl

구매 내역 총 합계 연도별 구매 금액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임산부, 노동 여성 및 산후 여성을 위한 
16개의 인공 폐 환기 장치(민스크 - 4
개, 지역 - 각 2개) 

480,000 480,000

공압식 드라이브가 장착된 145개의 휴
대용 인공호흡기(Brest 지역-26개, Vite 
bsk 지역-23개, Gomel 지역-19개, 
Grodno 지역-18개, 민스크 지역-9개, 
Mogilev 지역-12개, 민스크-38개)

536,755 170,000 110,000 90,000 166,755

집중 치료실을 위한 16개의 고급 인공 
폐 환기 장치(지역당 1개, 민스크 시당 
6개, 공화당 과학 및 실용센터 당 1개)

948,562 280,000 375,000 143,562 150,000

인공 폐 환기 장치 27개(브레스트 구역
-4개, Vitebsk 지역-3개, Grodno 지
역-2개, Gomel 지역-8개

266,000 18,000 18,000 40,000 90,000 100,000

MRI 실용 14 개의 특수 인공 인공 호흡
기 (지역별 1 개, 민스크 시용 4 개, 알렉
산드로 프 공화당의 과학 및 실용 방사선
학 및 소아과 외과 의학 및 실용 센터)

89,920 89,920

인공 호흡 환자의 병원 간 수송을위한 
특수 수송 인공 폐 환기 장치 8 개 (지역 
1 개, 민스크 도시 2 개) 

203,743 67,500 22,500 113,743

인공 폐 환기 장치 40 개 ((Brest 지역
-2개, Vitebsk 지역-5개, Gomel 지역
-4개, Grodno 지역-11개, Mogilev 
지역-1개, 민스크 지역-3개, 민스크
-14개) 

401,200 121,930 52,020 67,250 160,000

합계 2,926,180 377,430 572,440 572,250 674,060 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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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호흡기에 대한 급격한 수요에 따라 공공 조달과 부족한 수요를 채우기 위한 
생산시설의 재 프로파일링, 과학자 및 개인 생산자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고려할 것은 인공호흡기를 작동 및 유지 관리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의료진의 안전과 건강도 특히 중요해짐
- 정부 조달 및 장비 생산 증가를 통해 인공호흡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상당한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함

주요 기업 현황 
• 벨루루스 내 의료기기 관련 주요 기업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7-28> 벨라루스 내 주요 기업 현황(‘18년 기준)

구분 기업명 의료기기 유형 비고

벨라루스 기업

Adani 엑스레이 장비 등 생산 www.adani.by
Altimed 임플란트 제조 www.altimed.by
Azgar 물리치료 장비 개발 및 생산 www.azgar.by
FreBor 수혈장치, 주입기, 카테터, 산부인과 용품 

등 제조 www.frebor.by

LEMT 광학장치, 의료용 레이저장치 제조 www.lemt.by
Medin 병원용 가구 제조 www.medin.by

Medtechnocentr 환자모니터링 시스템, 병원용 가구 제조 www.scbmt.by
다국적 기업 

생산법인 Unomedical 카테터, 체액흡입장치, 캐뉼라 등 생산

다국적 기업 
판매법인(대표사무

소)

Johnson & 
Johnson 정형외과 제품 등 판매

Medtronic 심장혈관계, 당뇨병 관련 제품
(인슐린 기구 등) 유통

Philips
초음파기기, 영상진단기기, 

환자모니터링기기, 가정용 소형 
의료기기 등 유통

Siemens 
Healthineers 영상진단기기, 초음파기기 등 유통

Stryker 정형외과기기, 외과수술기구, 
척추임플란트, 내시경 등 유통

자료 : 벨라루스 의료기기산업, KOTR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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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수입동향
수입동향 

• ‘18년 벨라루스 의료기기 수입시장은 약 3억2,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3.6% 
성장하였음. ‘18년 수입시장 제품군 구조는 기타 의료기기가 전체의 30%를 상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영상진단기기가 약 20%를 차지하였고, 
이 외에 의료소모품, 치과용 기자재, 환자보조기구, 정형외과 및 보철학과 제품 등이 
나머지를 차지함

•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독일이 전체 수입시장의 15.1%를 차지하여 
최대의 수출국이었으며, 그 뒤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차지함. 전체 수입시장의 
약 40%를 EU-28 회원국이 차지하며, 유럽산 제품이 강세를 유지

<표 7-29> 벨라루스 의료기기 수입시장 국가별 비중(‘18년 기준)
연번 국가명 ‘18년 수입액(천달러) 점유율(%)

1 독일 49,014 15.1
2 미국 40,908 12.6
3 중국 30,654 9.4
4 러시아 28,991 8.9
5 일본 23,186 7.1
6 스위스 15,136 4.7
7 대한민국 12,902 4
8 이스라엘 12,719 3.9
9 이탈리아 11,164 3.4
10 프랑스 9,717 3
11 네델란드 8,676 2.7
12 폴란드 8,646 2.7
13 아일랜드 8,570 2.6
14 영국 7,719 2.4
15 멕시코 7,456 2.3
16 말레이시아 7,088 2.2
17 오스트리아 4,030 1.2
18 덴마크 3,570 1.1
19 호주 2,970 0.9
20 인도 2,71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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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관세청

4) 유망 수출 품목 
• 수출유망 품목으로 의료기기(의료소모품 40%, 기타 의료기기 20% 등), 임플란트, 

치과기자재가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7-30> 수출 유망 품목(의료기기)

품목명 구분 내용

의료기기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 2, 3, 5, 7

수입액(‘18/US$백만) 179.0
대한수입액(‘18/US$백만) 4.35

9027
수입관세율(%) 0, 3

수입액(‘18/US$백만) 59.9
대한수입액(‘18/US$백만) 0.29

선정
사유

* 수년 전 구매했던 장비의 교체 시기 도래
* 혈액분석 등 분석장비에 대한 수요 점증
* 사립병원 증가에 따라 의료장비 수요 지속

시장
동향

* 고가의 초정밀 진단기기보다 사립병원에서 초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음파기기 중심으로 수요 증대

* 진단기기, 분석장비에 대한 수요도 차츰 늘고 있는 추세
* 과거 구매했던 장비(영상진단기기) 등의 교체수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각종 진단기기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
* HS 9018/9027 제품 관련 2018년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수출은 

달러로 전년 대비 33.44% 증가
경쟁
동향

* 미국, 독일, 중국, 일본산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제품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춘 우리 제품의 진출 성공 가능성도 높다고 평가

진출
방안

* 벨라루스 현지에 의료기기 수입기업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수입규모가 비교적 작음

* 기존에 독일,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을 해 오던 바이어 대상 한국제품 
소개 및 협력 확대 필요

자료 : 2020 벨라루스 진출전략, KOTRA, 2020

연번 국가명 ‘18년 수입액(천달러) 점유율(%)
20개국 소계 295,834 91
기타 국가 29,163 9

총계 324,99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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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1> 수출유망품목(임플란트, 치과기자재)
품목명 구분 내용

임플란트,
치과기자재

HS Code

902129
수입관세율(%) 0

수입액(‘18/US$백만) 18.1
대한수입액(‘18/US$백만) 5.40

300640
수입관세율(%) 3

수입액(‘18/US$백만) 10.2
대한수입액(‘18/US$백만) 0.13

선정
사유 * 2019년 7월 현재 한국산 임플란트가 수입시장 1위 점유

시장
동향

* HS 902129/300640 제품 관련 2018년 우리나라의 對벨라루스 수출은 
달러로 전년대비 1,314.56% 증가

경쟁
동향 * 스위스·이스라엘·일본·독일·미국 등이 주요 경쟁국

진출
방안

* 한국산 임플란트가 시장을 넓혀감에 따라, 임플란트뿐 아니라 다양한 
치과기기/부자재(3D 덴탈 스캐너, 브라켓, 기타 기자재 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기회 활용

자료 : 2020 벨라루스 진출전략, KOTRA, 2020

• 2019년 5월까지 벨라루스의 임플란트 주요 수입국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전체 
시장의 39.95%로 1위를 차지 
- 2019년 5월까지 우리나라의 대 벨라루스 임플란트 수출은 329만 달러이며, 

전년동기대비 242.87%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음
- 이 상태로 가면 2019년 한 해 우리나라가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임플란트 규모가 

1,000만 달러를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기대됨
- 다만, Global Trade Atlas의 벨라루스 수출입 통계 자료는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에 

기반하고 있는데, 벨라루스 통계청은 한국에서 직수출되는 것뿐 아니라, 
우회수입되는 것 또한 통계에 포함시키고 있어, 우리나라의 직수출 통계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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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2> 의치과 치과용품 기타류(HS 902129) : 최근 3년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단위: USD 1000, %)

순위 2017 2018 2019. 1~5월
국가 수입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국가 수입액 비중

1 이스라엘 4,946 48.03 스위스 6,254 34.52 한국 3,291 39.95
2 스위스 4,178 40.58 이스라엘 5,491 30.31 스위스 2,904 32.56
3 러시아 296 2.87 한국 5,402 29.82 이스라엘 2,192 24.57
4 스페인 295 2.86 러시아 371 2.05 러시아 151 1.69
5 한국 266 2.58 스웨덴 224 1.23 스페인 55 0.61
6 스웨덴 137 1.33 스페인 186 1.03 독일 49 0.55
7 독일 108 1.05 독일 101 0.56 프랑스 43 0.05
8 미국 44 0.43 미국 72 0.4 미국 0.5 0.01
9 이탈리아 17 0.17 이탈리아 13 0.07 - - -
10 폴란드 9 0.09 프랑스 3 0.01 - - -

자료 : Global Trade Atlas (벨라루스 통계청 자료 기반)

3.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요약

<표 7-33>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요약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형성 미흡
 - ICT는 서비스 부분 GDP의 10.5%, 벨라루스 총 

GDP의 5.1%를 차지, 디지털헬스케어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임

∙ 법적 제도 마련이 부족하고, 정부의 규제나 통제가 
심한 편

 - 빅데이터, 원격의료, 진단용 메디컬기기 중심으로 
개발 중. 아직 개인정보 보호, 원격의료 관련 법안 
등 법적 제도 마련 미흡

∙ 그러나, 최근 중앙집중식 건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진행 중이며 향후 시장 성장성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공공기관인‘공화당 과학 및 실습센터’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육성 중 

주요 수입 동향 유망 수출 품목
∙ 글로벌 기업 진출 사례 부족(법적 제도 마련 후 진출 

기회 많을 것으로 판단)
∙ 국내 진출 기업은 없는 상황임

∙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래픽 이미지 분석, 원격의료 개발에 대한 수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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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IT산업에 대한 높은 잠재성

• 벨라루스는 CIS 지역 및 인근 동유럽 국가 중 가장 IT 산업의 잠재성이 높음. 
국제정보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에서 발표하는 
정보사회보고서 2017에 따르면 ‘정보통신 개발지수(ICT Development Index: 
IDI)는 176개국 가운데 32위를 기록. 또한 정보는 기초과학기술과 인적역량을 
활용하여 IT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ICT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그림 2-2] 벨라루스 ICT 서비스 수출 추이
자료 :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지역연구: 라오스 및 벨라루스, 재인용

• 벨라루스 디지털헬스케어 개발은 공공 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2016-2022년 
벨라루스 공화국의 정보화 개발 전략52) 및 2016-2020년 디지털 경제 및 정보사회 
개발 프로그램53)에 반영되고 있음

52)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Беларусь на 2016–2022 гг.
53)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на 2016–2020 

г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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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규모
• ‘16년 세계 IT 시장은 1.7조 달러로 추산되며 매년 평균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전 세계 IT시장의 15% 이상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분야임54)

• 벨라루스의 ICT는 서비스 부문 GDP의 10.5%, 벨로루스 총 GDP의 5.1%를 차지하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장규모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 1인당 IT 서비스 수출국 중 
세계 리더 중 하나로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IT 서비스 및 제품 수출은 30배 
증가했음55)

• 그러나, 현재까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시장 형성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2)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디지털헬스케어 특성

• 디지털헬스케어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로임. 의사-환자 
상호 작용 모델에 대한 접근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국가 전자 건강 시스템 및 자동화 정보 시스템 구축(Healthcare of Belarus-2018)

∙ 의료 정보 교환을 위한 공통 표준, 참고 서적 및 형식 개발, 채택
∙ 디지털 서명 사용, 빠른 액세스를 제공하는 통합 전자 의료지도 도입
∙ Valery Malashko56)는 “의학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일종의 

혁명이다.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고 말함

• 디지털헬스케어 주요 분야
- 일반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주요 분야 중 분석 및 빅데이터, 원격의료, 진단을 위한 

디지털 메디컬 기기 분야를 개발하고 있으나, 정보의 수집 및 공유 등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이 부족하고, 정부의 규제나 통제가 심한 편이라 규모 있는 시장형성에는 
미치지 못한 상황임  

54) 벨로루시의 전자 건강 관리, 2018, Igar E. Tom, United Institute of Informatics Problems 
55) https://www.belarus.by/ru/business/doing-business/it-belarus
56) 벨라루스 총리, ‘벨라루스 공화국 건강시스템의 디지털혁신’, 국제과학실무회의, 20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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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4> 디지털헬스케어 주요 분야
분야 주요 내용

디지털 메디컬 기기 질병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제품으로서 디지털 진단이 가능한 기술

디지털 테라피 당뇨 같은 질병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로서, 치료 분야에서 특정한 임상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제품

웨어러블 생체신호 계측 제품
원격의료 원거리에서 환자를 모니터링 또는 진료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분석 및 빅데이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개인 라이프 log-on, 생활습관, 환경, 유전자정보 등) 통합 
및 분석

자료 :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동향, KOSEN 분석리포트, 2019 
http://www.ndsl.kr/ndsl/search/detail/report/reportSearchResultDetail.do?cn=KOSEN000000000
001138

• 현재 벨라루스는 공화국의 중앙 집중식 건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연결한 중앙 프로그래밍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임. 이러한 시스템구축을 위해 
세계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벨라루스 공화국 
의료시스템 현대화)
- 인공지능 기술 포함한 새로운 혁신 기술 도입, 디지털 건강 생태계 조성 등

벨라루스 시장 경쟁력 수준 
• 2017년 EU에서 조사한 동유럽 지역 6개국(아르마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의 e-Health 수준 평가 연구보고서에서 벨라루스의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경쟁력은 ‘2: 지배구조/관련기관/네트워크’ 항목을 제외하고는 
지역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벨라루스의 디지털헬스케어 시장경쟁력은 EU 평균수준 및 관련 경쟁국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시장 상황은 한국의 관련 
기업들에게는 진입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198

<표 7-35> 벨라루스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경쟁력 수준 평가(표)
관점 점수 순위

(6개국 대비)지역 평균 벨라루스
1: 보건정책/규제/공공리더십 약 40점 약 30점 5위

2: 지배구조/관련기관/네트워크 약 48점 약 61점 1위
3: 기반/기술/시스템 약 57점 약 45점 6위

4: 상호호환성/일회성원칙 약 48점 약 33점 6위
5: 혁신/조사 약 28점 약 23점 5위

6: 서비스/진전도 약 45점 약 45점 5위
7: 성숙도/통합 약 46점 약 24점 6위

8: 경제/비즈니스/시장 약 48점 약 37점 6위
9: 보유역량/자원 약 42점 약 33점 5위
10: 개인정보/보안 약 67점 약 17점 5위
11: 빅데이터/IOT 약 31점 약 14점 5위
12: EU와의 협력 약 54점 약 48점 4위

13: 관련 프로젝트/추진과제 약 57점 약 42점 5위
자료: KANTOR Management Consultants, HARMONISATION OF THE DIGITAL MARKETS IN THE 

EASTERN PARTNERSHIP, eHealth Study Report, December 2017

 

[그림 7-3] 6개국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경쟁력 수준 평가(6개국 평균)
자료: KANTOR Management Consultants, HARMONISATION OF THE DIGITAL MARKETS IN THE 

EASTERN PARTNERSHIP, eHealth Study Report, Decem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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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업 
• ‘국립과학 아카데미’산하의 ‘공화당 과학 및 실습센터’는 정보 제품을 구축하고 국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의 주요 참여자. 공화국의 의료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과학적 연구, 전략 및 전술 개발,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담당하는 조직임. 
‘15년 한 해에만 총 가치가 31억 달러(65억 루블)가 넘는 18개의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e-Health 정보시스템 및 기술 공급, 구현 포함) 하였음

<표 7-36> 디지털헬스케어 주요 기업
구분 기관/기업 명 내용 홈페이지

국립 공화당 과학 및 
실습 센터 의료기술, 정보, 관리 및 경제 담당 http://www.belcmt.

by/en

사립 Lovata
의료기관, 병원,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및 
환자관리 포털의 규제 요구 사항 충족
프로세스 자동화 및 업그레이드
환자경험 개선 및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의료 앱 
개발 등 의료소프트웨어 회사

https://lovata.com/

사립 Exposit

의료서비스 제공업체와 환자 관리, 재정 및 임상 
요구를 총족시키는 HealthTech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 의료기록, 건강, 영양, 의료교육, 정신건강, 
의료재정, 진단, 의료관행관리, 스포츠, 약국 및 
수의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포함

https://www.exposit.
com/solutions/life- 

sciences-and-health
-care-software/#1

3) 유망 수출 품목
• 벨라루스의 현재 의료분야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헬스케어임. 그중 빅데이터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래픽 이미지 분석, 
원격의료 개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57)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Coreline 

Soft, Higen Healthcare, IRM 등 한국의 3개 기업에 대한 협력 수요가 있음

57) ‘공화당 과학 및 실습센터’ Doctor 인터뷰 내용 참조

http://www.belcmt
https://www.exposit.com/solutions/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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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서비스 분야
요약

<표 7-37> 의료서비스 분야 요약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 총 1,459개의 국영 진료시설(’14년). 이 중 454개는 
종합병원이며, 790개는 병상이 없는 외래전문 
종합병원, 67개의 치과, 기타 다수의 보건소가 
존재함. 최근 민스크에 집중적으로 사립병원이 
증가하며, 지방은 국립시설이 절대

∙ 벨라루스는 의료기술의 선진화로 외국인의 국내 
치료 비중이 높아 ‘15년 3,320만 달러, ‘19년 
4,470만 달러 수출

∙ 자발적의료보험 시장 매출 크게 증가
∙ ‘15년 대전선병원 진출, 병원 건립 및 운영 컨설팅 

노하우 전수 등 경험 有

주요 수입 동향 유망 수출 품목
∙ 러시아의 벨라루스 현지 법인을 통한 대형 병원 

설립(가즈프롬 메디칼 센터, 2015년) 외 직접적인 
진출 사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한국 의료기술 우수성(특히 성형분야), 한류의 영향 
등 (의료) 관광 상품 수요 있음

∙ 의사, 간호사 수 부족하여 공공협력 및 지원을 위한 
의사/간호사 파견, 지원 등에 대한 수요 있음

1)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 최근 몇 년간 벨라루스 의료서비스 시장 매출은 ‘14년 2억2천3백만 달러58)에서 ‘18년 

3억7천7백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18년 기준으로 현금 지불은 전체 의료서비스 
시장 총매출의 86.7%, 자발적 의료보험 및 외국인의 의무의료보험은 각각 12.2%, 
1.1%를 차지함59)
- '14~'18년까지 VHI(자발적 의료보험) 시장 매출액은 9백5십만 달러에서 4천5백 

4십만 달러로 4.7배 증가. 벨 정부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 건강보험 개발에 관심이 높음

• ‘14년 기준 벨라루스 전체 고용 인력의 7.4%가 의료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총 1,459개의 국영 진료시설이 존재

58) 2019년 벨라루스 루블-달러 평균 환율 2.0914적용
59) BusinesStat, Анализ рынка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в Беларуси в 2014-2018 гг, прогноз на 2019-2023 г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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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454개는 병상 및 출산시설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이며, 790개는 병상이 
없는 외래전문 종합병원, 67개의 치과, 기타 다수의 보건소가 존재

- 사립 의료시설의 경우 아직 국립의료시설에 비해 비중이 낮으나 소형 사립 치과는 
민스크시 내에서 많이 볼 수 있음

- 최근 수년간 전문화된 사립병원이 늘어나는 추세. 사립의료시설의 경우 아직 수도인 
민스크에 집중 설립되었으며, 지방에는 국립 의료시설이 절대 다수임

• 벨라루스는 의료기술 선진화로 해외 치료 환자수를 줄일 수 있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치료 및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외국인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고 있음. ‘15년 의료서비스 수출이 3,320만 달러, ‘19년에는 4,470만 달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북아일랜드 등 137개국의 시민들에게 의료 지원 제공

<표 7-38> 의료서비스 관련 지표
분야 ‘17년 ‘18년

합계 10만명 당 합계 10만명 당
고등의료교육 받은 직원 수 58,500 61.6 59,085 62.4

 학의 18,291 19.3 18,507 19.5
  - 피부과전문의 620 0.6 612 0.6
  - 신경과전문의 1,629 1.7 1,656 1.7

  - 정신과 의사-마약학자 1,423 1.5 1,412 1.5
  - 물리학자 480 0.5 454 0.5

 소아과 4,131 4.3 4,149 4.4
 외과 12,587 13.5 13,179 13.9

  - 산부인과전문의 2,817 3.0 2,905 3.1
  - 안과전문의 1,248 1.3 1,311 1.4

  - 이비인후과전문의 915 1.0 946 1.0
 의료 및 예방 1,369 1.4 1,340 1.4
 의료 및 진단 7,070 7.4 7,234 7.6

 치과 5,480 5.8 5,490 5.8
 조직 486 0.5 493 0.5
 인턴 2,883 3.0 2,650 2.8
 기타 16 0.02 25 0.03

 병상수 100,137 105.5 99,212 104.7
자료 : 벨라루스 보건부 통계 
http://minzdrav.gov.by/ru/dlya-spetsialistov/statisticheskaya-otchetnost/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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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년 의료기관 수는 매년 감소하였음. ‘18년에는 2,803개로 ‘14년보다 9.4% 
감소하였음. '19~'23년에는 매년 0.1~1.6%의 범위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구 감소에 따라 필요한 의료기관 수도 감소될 것으로 보임

<표 7-39> 의료기관 수
구분 실적 예상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의료기관수 3,093 3,103 3,080 2,951 2,803 2,758 2,724 2,698 2,684 2,681

전년 대비(%) - 0.3 -0.7 -4.2 -5.0 -1.6 -1.3 -0.9 -0.5 -0.1
자료 : 벨라루스 보건부 통계, BusinesStat 

• ‘14~‘18년 의료산업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음. ‘18년 의료인력은 169.2천명임. 최근 
몇 년 동안 종사자 수가 증가했지만 국가 건강관리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함. 부족한 
원인 중 하나는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일부 전문가는 해외(러시아 등)에서 고용되거나 
활동 분야를 변경하여 의료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음
-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의과대학의 등록 수를 늘리고 인턴의 추가 고용을 통한 배정을 

통해 해결할 계획임. 의료인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서 보건부는 주택 건설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특히 기숙사 위탁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표 7-40> 의료기관 종사자 수(단위 : 천명)
구분 ‘14 ‘15 ‘16 ‘17 ‘18

종사자 수 162.6 166.5 167.4 168.4 169.2
전년 대비(%) - 2.4 0.5 0.6 0.5

자료 : 벨라루스 보건부 통계
<표 7-41> 지역별 의료기관 수

지역 외래환자 기관수 입원환자 기관수
‘17년 ‘18년 ‘17년 ‘18년

Minsk 103 103 42 42
Vitebsk region 246 247 107 105
Brest region 208 207 115 112
Gomel region 230 230 95 93
Grodno region 161 161 78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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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벨라루스 보건부 통계 

<표 7-42> 지역별 병상 수
지역 ‘17년 ‘18년

합계 10만명 당 합계 10만명 당
Minsk 19,841 100.1 20,034 100.5

Vitebsk region 13,811 99.8 13,698 99.2
Brest region 13,754 116.5 13,589 116.0
Gomel region 15,709 111.0 15,235 108.1
Grodno region 11,701 112.1 11,550 111.1
Minsk region 14,124 99.0 13,970 97.8

Mogilev region 11,197 105.8 11,136 105.8
전체 100,137 105.5 99,212 104.7

자료 : 벨라루스 보건부 통계 

2)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산과, 어린이 관련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벨라루스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 
- ‘공화당 과학 및 실습센터’는 임신 및 건강한 어린이 출생을 위한 전문 센터로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국가 중 하나. 산모 사망률은 1,000명의 출생시 1~3건, ‘19년 
영아 사망률은 출생 체중이 500g 이상인 어린이 기준으로 1,000명 출생 시 2.4명임. 
선진 유럽 국가 수준 3.69명, CIS 국가 평균 9.34명 보다 앞선 수치임. 산모에게 
가장 안전한 국가 순위에서 25위를 차지60)

60) http://president.gov.by/ru/zdravoohranenie_ru/

지역 외래환자 기관수 입원환자 기관수
‘17년 ‘18년 ‘17년 ‘18년

Minsk region 281 280 112 109
Mogilev region 181 182 63 63

전체 1,410 1,410 612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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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환 정보
• 주요 질환 이력

- 벨라루스는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 가장 흔한 질병으로, 2018년은 전체 질병 중 
28.8%를 차지

- 허혈성 심장 질환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9% 증가했으며, 뇌혈관 질환은 지난 10년 
동안 약 5% 감소했음

- 알츠하이머 병은 지난 10년 동안 37% 증가했으며, 암 중에서 제일 흔한 질병은 폐암, 
대장암, 위암 등이며, 폐암의 경우 주요 질환 중 top 5 이며, 나머지 두 가지는 top 
10에 포함됨61)

<표 7-43> 주요 질환(인구 10만 명 당)

61) https://borgenproject.org/top-diseases-in-belarus/

질병 종류 2014 2015 2016 2017 2018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9,134.8 9,535.2 10,676.2 10,973.4 11,375.5
피부 및 피하 조직의 질병 5,078.6 5,175.3 5,726.7 5,690.8 5,747.7
근골격계 및 결합 조직의 질병 10,473.9 10,620.8 11,207.6 11,502.0 11,795.3
혈액 질환, 조혈 기관 및 면역 메커니즘과 관련된 특정 장애 621.8 638.4 691.0 730.5 767.0

비뇨 생식기 질환 7,885.2 8,250.5 8,571.3 8670.8 8,748.8
신경성 질환 1,623.5 1,633.6 1,739.5 1,785.8 1,821.5
호흡기 질환 43,069.3 44,788.3 46,754.0 48,201.3 49,550.9
소화기 질환 8,594.7 8,657.0 9,310.0 9,225.6 9,317.9
혈액선 질환 26,110.1 26,393.4 27,723.7 28,920.9 29,933.1

귀 및 유양 돌기의 질병 3,261.4 3,404.7 3,645.0 3,823.6 4,033.9
내분비 계 질환, 섭식 장애 및 대사 장애 7,493.7 8,071.9 8,740.5 9,446.4 10,013.2
선천성 기형 (기형), 기형 및 염색체 이상 888.3 950.8 1,046.1 1,085.8 1,107.5
전염성 및 기생충 질환 4,171.9 4,204.6 4,403.8 4,493.1 4,538.0

종양 5,725.3 5,650.9 5,983.4 6,213.7 6400.1
임신부 질병 2,050.6 2,028.8 2,027.1 1,849.1 1,701.2

정신 및 행동 장애 6,942.2 6,726.7 7,005.9 7,124.2 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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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벨라루스 보건부

주요 의료기관
• 공화당 과학 및 실습센터(RSPC, Republican Scienfic and Practical Center)

- 진단, 전문 의료 및 재활 제공을 위한 모든 유형의 현대 의료 기술을 집중시키는 
의료기관. 전문 질병의 진단, 치료 및 재활의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는 기관 

- 벨라루스에서 최고 자격을 갖춘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첨단 기술 개입과 높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력이 필요한 복잡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지역 의료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 민스크, 민스크지역에 15개, Gomel에 1개로 총 16개 RSPC 설치

질병 종류 2014 2015 2016 2017 20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임상 및 실험실 연구에서 확인 된 증상, 징후 및 이상 641.1 678.5 628.0 648.8 671.5

대한 노출의 기타 질환 7,415.6 7,370.8 7,491.0 7,402.3 7,254,3
기타 164.6 174.6 160.5 147.2 178.8
합계 151,346.6 154,954.8 163,532.2 167,935.3 172,133.7

RSPC 제공 서비스 지역
종양학 및 의료 
방사선학을 위한 
공화당 과학 및 실용 

센터. N.N. 
Alexandrova

종양학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모든 위치에서 외과적 개입.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현대 고정밀 방사선 
요법, 분자 유전학 연구 센터.
방사선 수술은 2017 년에 설립 된 가장 현대적인 방사선 치료 단지 인 
"Leksell Gamma Knife Perfexion"(Elekta)에서 수행

Minsk
Region

공화당 과학 및 실용 
센터 "심장학"

심장 수술, 혈관 수술,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 관상 동맥 심장 질환, 
심부전, 동맥 고혈압, 심장 부정맥의 진단 및 치료.
모든 해부학적 래커에 대한 CT, MRI, X- 선 진단 연구 Rentgen- 혈관 
수술 및 중재. Echacardyigraphy, 기능 진단. 정맥의 정맥 레이저 응고

Minsk

외상학 및 정형 
외과를 위한 공화당 
과학 및 실용 센터

척추 및 척수 부상, 스포츠 부상, 관절 부상 및 질병 진단 및 치료, 관절 
연골 이식, 근골격계 질환 수술.
척추 및 척수 부상 환자 치료, 스포츠 외상 및 관절 병리학을 위한 공화당 
센터는 RSPC를 기반으로 운영. RSPC에서 매년 약 3 만 명의 환자와 
상담하고 6 천 개 이상의 수술을 수행

Minsk

장기 및 조직 이식을 
위한 공화당 과학 및 

실무 센터

문맥 고혈압 증후군을 수반하는 간, 담도, 췌장 및 비장, 기타 기관 및 
시스템의 질병에 대한 진단, 수술 및 이식.
환자 접수는 민스크와 벨라루스 공화국의 폴리 클리닉, 구급차, 상담 및 
진단 센터 및 기타 건강 관리 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

Mi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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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PC 제공 서비스 지역

이비인후과의 공화당 
과학 및 실용 센터

청력 상태, 비강 호흡 기능, 음성 및 언어, ENT 기관의 질병에 대한 
수술 및 의료 재활에 대한 연구.
코골이 및 폐쇄성 수면 무호흡 증후군 치료. 후두 절제술 환자의 음성 
기능에 대한 Fanapedic 교정. 코 성형술. 정신 장애와 함께 모든 복잡한 
유형의 언어 병리를 위한 심리 및 언어 치료 지원

Minsk

공화당 과학 및 
실용신경과 및 
신경외과 센터

신경계 질환의 전문 상담, 진단, 입원 및 외과 치료.
혈관 신경 외과, 신경 암학, 내시경 신경 외과, 기능성 신경 외과, 혈관 
내 신경 외과, 신경학.
외과적 개입의 최신 방법이 도입되었으며 개선되고 있음

Minsk

공화당 과학 및 실무 
센터 "모자"

소아 질환 전문가의 상담, 의료 및 유전 상담, 산전 진단, 보조 생식 기술.
9 년 동안 보조 생식 기술의 도입으로 1,800 명의 어린이가 태어났으며, 
센터에는 최신 장비를 갖춘 유전자 실험실이 있음

Minsk

소아 종양학, 혈액학 
및 면역학을 위한 
공화당 과학 및 실용 

센터

소아 종양학 및 종양 혈액학 질병, 악성 종양 수술, 골수 이식, 의료 재활에 
대한 상담, 진단 지원.
이 센터는 모든 유형의 혈액 및 종양 병리 (갑상선암 제외) 및 선천성 
면역 결핍이있는 18 세 미만의 어린이와 급성 림프 모 구성 백혈병이있는 
청소년 (18-29 세)을 치료

Minsk
Region

소아 수술을 위한 
공화당 과학 및 실용 

센터

수술 프로필, 수술 (긴급, 화농성, 계획), 신생아를 포함한 어린이 심장 
수술의 질병 진단.
혈관 내 수술, 어린이의 여러 질병에 대한 최소 침습적 치료.
진단 및 수술 내시경.

Minsk

정신 건강을 위한 
공화당 과학 및 실용 

센터

센터는 심리 치료, 약물 중독 및 심리적 지원을 포함하여 익명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정신 및 행동 장애에 대해 입원 환자 정신과 치료를 제공.
상담 폴리 클리닉 부서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 정신과 및 약물 
중독 지원을 제공.
의료 서비스는 BelMAPO 및 BSMU의 전문 부서 직원이 참여하는 고도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다 분야 팀에서 제공

Minsk

폐 및 
Phthisiology를 

위한 공화당 과학 및 
실용 센터

호흡기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수술 : 폐결핵, 폐렴, 기관지 천식, 폐의 
파종 과정 Minsk

공화당 건강 검진 및 
재활을 위한 과학 및 

실무 센터

근골격계, 신경계, 호흡기, 심혈 관계 질환 및 신 생물의 외과 적 치료 
후 의료 재활.
조기 방사선 반응의 예방 및 치료, 화학 요법의 부작용. 수술 후 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이차 림프 부종, 신경총 병증, 관절염, 방사선 후 폐염, 
덤핑 증후군, 위장 절제 후 빈혈, 내전근 증후군 등)

Minsk

Transfusiology 및 
Medical 

Biotechnology를
이식 전 장기 및 조직 입력, 질병 진단을위한 실험실 테스트.
이 센터에는 의료 생명 공학, 임상 및 산업 이식학을 전문으로 하는 강력한 
연구 부서가 있음. 혈액, 혈액 성분 수집에 대한 높은 자격을 갖춘 서비스; 

Min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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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및 예방 의료기관
- 외래 클리닉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환자(전염성, 성병, 

일부 유형의 정신장애 등)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서비스 영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됨

∙ 도시 - 전체 도시 또는 그 일부의 인구에게 포괄적인 의료 및 예방 입원 치료 제공
∙ 지역 - 특정 지역의 인구에게 전문 입원 및 외래상담 의료서비스 제공
∙ 지구 - 주요 전문분야(치료, 소아과, 수술, 산부인과. 전염병)에서 농촌 인구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 제공
∙ 간호 병원 - 만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의료 감독 및 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시민에게 방문하여 의료 및 사회 지원 제공

- 병원은 폴리클리닉의 역할을 포함. 지역 및 중앙지역 병원의 경우 폴리클리닉은 필수 
구조 단위이며, 도시 병원에서는 부재할 수 있음

- 병원은 종합병원, 전문병원이 있으며, 24시간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병원을 
포함할 수 있음

RSPC 제공 서비스 지역
위한 Republican 
Scientific and 

Practical Center
혈장에서 의약품 및 의료 제품의 현대 생산

역학 및 미생물학을 
위한 공화당 과학 및 

실용 센터

전염병의 유전 적, 면역 학적, 미생물 학적, 실험실 진단.
이 센터는 역학, 의료 바이러스학, 미생물학, 면역학 및 기생충학 분야에서 
광범위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치료, 진단 및 예방 약물을 개발 
및 생산하며, 연구 방법 및 감염 진단 및 예방에 대한 상담을 제공

Minsk

공화당 과학 및 실용 
스포츠 센터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성향을 결정하기 위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생리학적 진단. 물리 치료 운동, 치료 마사지, 영양학.
이 센터는 국가, 국가 대표팀 및 스포츠 보호 구역의 선수 훈련을 위한 
의료 및 과학적 방법론 지원 분야의 선도적인 공화당 기관임

Minsk

방사선 의학 및 인간 
생태학을 위한 

공화당 과학 및 실무 
센터 (Gomel)

치료, 심장, 부인과 질환의 진단 및 치료. 뿐만 아니라 안과, 내분비학, 
혈액학, 면역학 및 알레르기학.
센터의 목적은 체르노빌 재해 및 기타 인위적 및 인위적 기원의 부정적인 
환경 요인의 결과로 다중 성분 및 이온화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 된 사람들의 
건강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임

Go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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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소
- 전문 의료 및 예방기관. 중증, 지속성 또는 종종 악화되는 만성 또는 장기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를 치료(수술 포함) 또는 재활 수행
- 외래 또는 입원 환자 대상. 거의 모든 대도시 및 중형도시에 설치
- 전문 분야에 따라 9개의 그룹으로 나눠짐 : 심장학, 피부병, 의료재활 및 스포츠 의학, 

마약, 종양학, 방사선의학, 항결핵, 신경정신과, 내분비
- 지역별 진료소 

지역 진료소(97개)

Minsk(10개)
제 1시 결핵 진료소, 제 2시 결핵 진료소, City Clinical Children 's Psychiatric 
Dispensary (시 임상 아동 정신과 진료소), 시 임상 피부 및 성병 진료소, 시 임상 
마약 진료소, 시 임상 정신 진료소, City Endocrinology Dispensary, 민스크시 임상 
종양 진료소, 민스크 지역 스포츠 의학 진료소, 민스크 지역 피부 및 성병 진료소

Minsk Region
(15개)

보리 소프 지구 스포츠 의학 진료소, 보리 소프 피부병 병원, 결핵 진료소 (Borisov), 
시 정신 신경학 진료소 (Borisov), Vileika 종양학 진료소, 민스크 지역 결핵 진료소, 
민스크 지역 임상 센터 "정신과-마 약학", Molodechno 피부병 진료소, Molodechno 
TB 진료소, Molodechno 신경 정신과 진료소, 피부병 병원 (Slutsk), 결핵 진료소 
(슬 루츠 크), Soligorsk 피부병 병원, Soligorsk 결핵 진료소, Soligorsk 신경 정신과 
진료소

Brest(8개)
브레스트 지역 스포츠 의학 진료소, 브레스트 지역 심장 진료소, 브레스트 지역 피부 
및 성병 진료소, 브레스트 지역 마약 진료소, 브레스트 지역 종양 진료소, 브레스트 
지역 결핵 진료소, 브레스트 지역 심리 클리닉, 브레스트 지역 내분비 진료소

Brest Region
(11개)

바라 노 비치시 피부병의 진료소, 바라 노 비치 스포츠 의학 진료소, Baranovichi 
Interdistrict Narcological Dispensary, 바라 노 비치 신경 정신과 진료소, 
Baranovichi의 종양 진료소, Interdistrict Narcological Dispensary (핀스크), 
Interdistrict Oncological Dispensary (핀스크), 지구 간 신경 정신과 진료소 (핀스크), 
핀 스크 스포츠 의학 진료소, Pinsk interdistrict 피부 정맥 조제, Pinsk Interdistrict 
결핵 진료소

Vitebsk(6개)
비쳅 스크 지역 스포츠 의학 진료소, 비쳅 스크 지역 임상 심장 센터, 비쳅 스크 지역 
임상 종양 진료소, 비쳅 스크 지역 임상 결핵 진료소, 피부 성병 학 및 미용을위한 
비쳅 스크 지역 임상 센터, Vitebsk Regional Endocrinological Dispensary

Vitebsk region
(9개)

Orsha Central Polyclinic의 피부병 병원, 오르 샤 결핵 조제 소, 오르 샤 신경 정신과 
진료소, Orsha 지역 스포츠 의학 진료소, Polotsk시의 중앙 도시 폴리 클리닉의 
피부병과, Polotsk Interdistrict Oncological Dispensary, 도시 피부 및 성병 진료소 
(Novopolotsk), 노보 폴로 츠크 신경 정신과 진료소, 항 결핵 진료소, "노보 폴로 
츠크 중앙 도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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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클리닉
- 도시, 지역별로 폴리 클리닉 설치(성인, 어린이로 구분) 
- 각 폴리클리닉은 환자를 진료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으므로, 환자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클리닉에 여권을 가지고 
신청하고‘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클리닉은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이전 폴리 
클리닉에서의 환자 정보(의료기록 내용 및 진료소 관찰카드 사본 등)를 요청하여 
수령하여야 함

- 급성 또는 갑작스런 질병의 경우 최초의 의료 및 응급지원을 제공하고, 부상 및 중독의 
경우 계획된 건강검진을 수행함.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입원을 의뢰

- 소아,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학, 여성상담, 외상학, 내분비 등 구성
- 엑스레이실, 의료재활실, 물리치료실, 데이스테이, 심전도/심장초음파 등 시설구성

• 생식건강 및 IVF(체외수정)센터
- 남성과 여성의 생식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유형의 불임을 극복하는 전문 종합의료센터
- 주요 기능 

∙ 생식 연령 여성과 그 파트너에 대한 의료, 진단 및 상담 지원. 자연 

지역 진료소(97개)
Gomel(5개) 고멜 지역 스포츠 의학 진료소, Gomel 지역 임상 피부 및 성병 진료소, Gomel 지역 

임상 종양 진료소, 고멜 지역 마약 진료소, Gomel 지역 내분비 진료소

Gomel Region
(15개)

즐 로빈 피부병 진료소, Zhlobin 지구 간 마약 약국, 결핵 진료소 (즐 로빈), 결핵 
진료소 (Kalinkovichi), Mozyr 스포츠 의학 진료소, Mozyr 피부병 진료소, Mozyr 
지구 간 결핵 진료소, Mozyr 종양학 진료소, Mozyr 정신 신경학 진료소, Rechitsa 
피부병 진료소, Rechitsa 정신-마약 진료소, 결핵 진료소 (Rogachev), Svetlogorsk 
Interdistrict 피부 및 성병 진료소, 스 베트로 고르 스크 결핵 진료소, Svetlogorsk 
Psychoanalytic Dispensary

Grodno(4개) Grodno 지역 임상 심장 센터, Grodno 지역 임상 피부 및 성병 진료소, Grodno 
지역 내분비 진료소, Grodno의 스포츠 의학 지역 약국

Grodno 지역
(5개)

지역 Volkovysk TB 진료소, 피부 성병 진료소 (Lida), TB 진료소 (Lida), 정신 신경학 
진료소 (Lida), Slonim City 스포츠 의학 진료소

Mogilev
(5개)

Mogilev 지역 스포츠 의학 진료소, Mogilev 지역 피부 및 성병 진료소, Mogilev 
지역 마약 진료소, Mogilev 지역 종양 진료소, Mogilev 지역 결핵 진료소

Mogilev Region
(4개)

Bobruisk Interdistrict Psychoneurological Dispensary, Bobruisk City 스포츠 
의학 진료소, Bobruisk Interdistrict Oncological Dispensary, Bobruisk TB 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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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임신(체외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중증 복합 형태의 불임치료
- 주요 기관

∙ 공화당 과학 및 실용센터 “어머니와 아이”(Minsk)
∙ City Clinical Maternity Hospital No. 2 (Minsk) 
∙ "결혼 및 가족" 상담이 있는 Gomel 지역 진단 의료 유전 센터 (Gomel)
∙ IVF 생식 의학 센터 (Minsk)
∙ 보조 생식 센터 "Embryo"(Minsk)
∙ 여성 건강 클리닉 "Eva"(Minsk)
∙ 메디컬 센터 "LODE"(Minsk)
∙ 가족 건강 센터 "BINA"(Vitebsk)

• 외래진료소(외래환자 클리닉)
- 농촌 지역 및 소도시 거주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소규모 의료 및 예방기관 
- 주로 전문 분야 서비스(외과, 치과 등), 소아과 및 산부인과 진료 제공. 다른 분야가 

필요한 경우 지역 사회 또는 입원 치료 기관으로 의뢰함 
- 레지스트리, 진단실(실험실, 엑스레이실, 기능 진단실 등), 치료실로 구성
- 클리닉 치료 및 방문 치료 병행하며, 처방 시 드레싱, 혈압측정, 주사 등 수행
- 약국 포함. 의사는 자신의 영역에 위치한 FAP의 서비스를 관리함

• 조산소(FAP, Feldsher-Obstetric Point)
- 농촌 거주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 외래진료소, 요양병원, 지역 병원 등
- 인구가 700명 이상이고 가장 가까운 치료 및 예방 조직에서 3-5km거리에 있는 

마을에 설치
- 의료보조사, 조산사, 간호사로 구성
- 지역병원의 의사가 사전 합의된 일정에 따라 방문하여, FAP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적시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자에게 조언
• 민간의료센터 

- 벨라루스의 사립 의료시장이 공공의료시장만큼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벨라루스 공공의료기관의 예산 부족으로 공공병원의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국민들은 공공의료기관보다 사립의료기관에서 서비스 받는 경우가 많아짐

- 2014년에서 2018년 까지 사립의료기관들의 매출은 2배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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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사립의료서비스 매출액 (단위 : 백만 루블)
자료: https://marketing.rbc.ru/articles/10822/

- 민간의료센터 예시
∙ Medical Center LODE(로데)

도시명 민스크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종합병원 내 있는 모든 진료과목 
운영

비고 전국에 9개 병원을 운영중인 프랜차이즈 형태의 민간 클리닉
주소 Minsk, Nezavisimosti avenue, 58

전화번호 +375-17-293-9800

∙ Medical Center Nordin(노르딘)
도시명 민스크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종합병원 내 있는 모든 진료과목 
운영

비고 민스크 시내에 2개 클리닉을 운영중인 민간 클리닉
주소 г. Минск, ул. Сурганова 47-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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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망 수출 품목
수출유망품목 

<표 7-44> 수출 유망 품목(의료 관광)
품목명 구분 내용

(의료) 관광

선정
사유

* 한국의 의료 기술에 대한 좋은 평판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
동향 * 의료 목적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 증가

경쟁
동향

* 이스라엘, 터키, 태국, 독일, 이란 등과 경쟁
* 장애요인 : 한-벨 직항 부재, 벨라루스인 방한 시 비자필요

진출
방안

* 벨라루스 병원 및 여행사와 협력
* 벨라루스 여행·관광박람회 참가

자료 : 2020 벨라루스 진출전략, KOTR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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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산업 시장 현황 분석 종합
1) 시장 분석 종합

현지 산업 규모 및 성장성
• 벨라루스는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 러시아와 석유공급에 대한 갈등 지속 

등으로 2020년 이후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1.2% 미만) 
• 벨라루스 자국 내 제조기업 중 70% 가량이 국영기업으로 외국기업이 투자를 

실행하기에는 비교적 규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됨.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 
조치(벨라루스 제품 진열 우대 의무, 수입 소비재에 대한 별도의 위생인증 도입 등)도 
진행 중임

• 빠른 시기에 WTO 가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경제에 다소 긍정적인 요인임
• 러시아를 대신할 경제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등 대외경제협력 다변화 정책 시도 
• 벨라루스 진출은 CIS, EAEU, 러시아 등 큰 제약 시장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제약 수출 

허브 및 주변 국가로의 확장을 위한 교두보 역할
• 제약·의약품 시장 규모는‘18년 기준 8억9천만 달러로 전체 GDP의 1.5~1.7%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20년까지 약 2%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보건의료분야 지출에서 
정부지출 비중이 65% 가량, 이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완만하게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시장 규모도 꾸준히 커질 것으로 보임

• 2020년 29백만 달러(6천만 Br)의 항암제 구매 계획
• 의료기기 시장규모는‘18년 기준 약 3억 9,060만 달러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5%씩 

지속 성장해 2023년에는 시장규모가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18년 의료기기 
수입시장은 약 3억2,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3.6% 성장

• 벨라루스는 CIS 지역 및 인근 동유럽 국가 중 가장 IT산업의 잠재성이 높음. 그러나 
현재까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시장 형성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단, 
2016~2022년 정보화 개발 전략 및 2016~2020년 디지털경제 및 정보사회 개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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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시장규모는‘14년 2억2천3백만 달러에서‘18년 3억7천7백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VHI(자발적 의료보험) 시장 매출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화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자발적 건강보험 
개발에 관심이 높음

현지 산업의 공급역량
• 제약·의약품 산업은 벨라루스 정부가 적극 투자 지원하는 산업으로, 2020년까지 현지 

생산 의약품 비율을 5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현재 25개의 로컬 제약사가 거의 
대부분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음.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특히 발기부전제, 
면역증강제 등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아 이 부분의 수출 기회 있음

• 전문의약품의 경우 현지 제약사가 생산하지 못하는 약품들이 많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전문의약품 특성상 거의 100% 국공립인 중대형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쓰이므로 상당수가 정부조달로 납품되는 구조임. 조달납품의 성공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 조달. 최근 한국이‘특정국가’에서 제외되면서 벨라루스 내 미등록 약품의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음

• 의약품은 병원을 제외한 일반 약국 소매 판매가 전체 시장의 75%를 차지하며, 유통의 
최대 도매상인 Belpharmacia도 주정부가 소유. 정부 조달 비중이 큼

• 의료기기 시장은 전체의 약 80%, 치과기기 시장은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의료서비스 기술의 선진화로 의료서비스 수출이‘15년 3,320만 달러,‘19년에는 

4,470만 달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북아일랜드 등 137개국의 시민들에게 
의료지원 제공

• 의료서비스 종사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의사와 간호사의 수는 부족함. 이는 낮은 급여 
수준 때문이며, 한국인이 개인 자격으로 의료서비스에 종사하기에는 좋은 조건은 아님

한국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요 특성
• 현지 제약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들과의 현지합작생산·신약기술 구매 등을 

희망하고 있어 현지 진출의 기회는 있는 것으로 확인됨. 우리나라는 의약품 중 원료를 
많이 수출하고 있음. 완제품 수출은 비교적 까다로운 등록절차와 등록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등록/판매는 미미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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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유망한 의약품은 정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백신류임. 인체용 백신 
수출은 ‘17년에 51만 달러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전문의약품 중 백신, 항암제 
등 일부 한국산 의약품이 소개되면서, 한국산 약품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등 관심도 
상승하고 있음

• 공공조달 대행기관은 정부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고가 전문의약품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전문의약품 조달을 확대할 예정으로 한국산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임플란트 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19년에 39.95%로 1위를 차지. 그 외 다른 
치과장비(3D덴탈스캐너 등)의 수출도 늘고 있음

• 인공호흡기 시장의 연간 규모는 10억 달러로 추정되며, COVID-19의 영향으로 더욱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는 시설, 과학자 
및 개인 생산자, 이를 작동 및 유지 관리할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파악됨

• 디지털헬스케어 관련‘Health System Modernization Project' 프로젝트에 시스템 
구축 관련 로드맵 수립 경험있는 한국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 벨라루스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빅데이터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래픽 이미지 분석, 
원격의료 개발 등으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음

• 민간의료센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외국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제도 전파 및 교류 또는 의료관광을 통한 벨라루스인 
환자 유치 등이 적절한 진출 방향으로 파악됨

현지 산업의 경쟁구조
• 벨라루스는 수입의약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항암제, 항생제, 백신 등 집중 치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유럽산 의약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의료기기 중 임플란트 시장은‘18년 이후부터 스위스, 이스라엘, 한국의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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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건산업 정책 현황 및 동향

1. 벨라루스 보건산업 정책 개요
1) 보건정책 수립과 정책 개요

개요
• 의료 분야에서 정책의 주 목표는 ‘모든 사람이 국가 보장에 기초하여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건 창출, 입법 수준에서 국민이 주 의료기관의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선포’
- 모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함
- 벨라루스 공화국 헌법(제45조)
- 벨라루스 공화국의 법률 ‘건강관리’
- 벨라루스 공화국의 법률 ‘최소 사회 기준’

• 보건 분야의 정책 개발 및 우선순위 지정 프로세스는 중앙집중식으로 보건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각 지역 당국은 정책을 실현하고, 보건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실행함. 일부 의료기관에는 고정자산, 인력,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으며, 주 또는 보건부에서 결정. 임금 
수준 및 서비스 유형도 보건부에서 결정함 

•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 2020 정책에 따라 벨라루스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한 주요 
투자 분야는 아래와 같음
- 건강한 삶의 시작 보장: 건강 개선 비용, 가족계획 비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 비용, 

출산관리 및 출산 후 관리 비용
- 유년기 시절에서 청소년까지 건강 보호
- 인구 고령화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인구수 증가에 따른 노년기 건강 보장

2) 보건의료정책 관련 행정기관
벨라루스 보건부(Ministry of Health of The Republic of Belarus]

• 벨라루스 보건부는 장관 외 4차관, 그 하위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부 조직도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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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벨라루스 보건부 조직도
자료: http://minzdrav.gov.by/en/ministerstvo/, 벨라루스 보건부 공식홈페이지 번역62)

• 보건부의 주요 업무
- 통일된 주 건강 정책 추구
- 벨라루스 공화국 인구에 대한 의료, 위생 및 전염병 복지 보장, 약물공급
- 과학 연구, 의료실무에서 과학기술의 성과 구현
- 다른 공화당 정부기관 및 기타 주정부 기관, 의료분야의 현지 행정 및 행정기관, 법인 및 

개인의 활동 조정 및 또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방식으로 그러한 활동에 대한 통제
- 시민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보장 프로그램 개발 절차 결정, 인턴십 

등 의료인 자격 조건 및 교육과정, 시험 합격 조건 등 결정 
- 입법에 따라 승인된 사회경제발전 전망 지표의 이행 보장
- 건강관리 및 의약품의 산업생산 분야에서 외국 투자를 포함한 투자 유치

62) http://minzdrav.gov.b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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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 생산, 구조 및 명칭을 체계화하고 보장할 뿐만 아니라 품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제약 산업의 수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 조정

-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국내 제약 제조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수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 추구

• 보건부 장관, Vladimir Karanik : 2019년 11월 26일 한국을 방문하여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MOU 체결, 보건복지부와 양국의 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면담을 실시하였음

벨라루스 보건노동조합[Belarusian Trade Union of Healthcare Workers)
•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의료 교육기관의 학생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 공공 

조직. 국가 및 경제지구, 정당 및 기타 공공단체와 독립적이며 헌법 및 벨라루스 공화국 
법에 의해 운영됨

• 주요 역할
- 조직 및 임금 개선, 의료 종사자의 생활 수준 향상
- 사회적/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과의 교섭
- 사회 및 노사 관계의 공공 통제 효율성 향상, 건강 및 안전한 근무 조건에 대한 인권 실현, 

고용 촉진
- 의료시스템의 개발 및 개선
- 국제 협력 개발 등

• 참조 : https://profmed.1prof.by/

벨라루스 대통령의 국가 기관 “위생 및 역학 센터”
• 대통령 직속인 국가 위생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기관
• 주요 역할

- 위생 규범, 규칙 및 위생 표준의 건강 보호 및 역학적 복지에 대한 입법, 조직 및 
행동 통제 등의 기능 수행

- 질병 예방 및 중요한 전염병에 대한 역학적 감시
- 보건에 관한 정보와 그 보존 및 강화 방법에 대한 국민 요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공중 

보건 분야의 정보 및 교육시스템 개선
• 참조 : http://www.cgeud.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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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 관련 기관
<표 7-46> 기타 의료 관련 기관

기관명 주소 및 연락처

헬스 케어 전문 지식 및 
테스트 센터

주소 : 220037, Беларусь, г. Минск, пер. Товарищеский, 2а
전화 : 375 17 299-55-14
e-mail : rceth@rceth.by
Homepage : https://www.rceth.by/

공화당 과학 및 실습 센터 
(RSPC)

주소 : ul. P. Brovki, 7-А, 220013, Minsk, Republic of Belarus
전화 : 375 17 292 30 80
e-mail : rnpcmt@belcmt.by
Homepage : http://belcmt.by/en

공화당 임상 의료 
센터"주립 기관 

주소 : Ждановичский с/с, 81/5, район, 223028, аг. 
Ждановичи, Минский р-н, Минская обл
전화 : 375 17 543-42-54
e-mail : info@vip-clinic.by
Homepage : http://www.vip

벨라루스 보건 노동자 
노동 조합 민스크시 

위원회

주소 : 220030, г.Минск, ул. площадь Свободы, 23-clinic.by
전화 : 8 (044) 550 45 92
e-mail : minskprzdrav@gmail.com
Homepage : www.mgpz.bn.by

벨라루스 보건건강 
노동자 노동조합 연맹

주소 : пр. Победителей, 21-1414, 220126, г. Минск
전화 : 375 17 203 83 37
e-mail : profmed@profmed.by
Homepage : https://profmed.1prof.by/

벨로루시 적십자사 
주소 : ул. К. Маркса, 35, 220030, г. Минск
전화 : 375 17 327-14-17
e-mail : info@redcross.by
Homepage : http://www.redcross.by

벨로루시 국립 과학원 
의학 과학부 

주소 : пр. Независимости, 66, 220072, г. Минск
전화 : 375 17284-07-78
e-mail : medicine@presidium.bas-net.by
Homepage : 
http://nasb.gov.by/rus/about/otdeleniya-nauk/medical.php



220

3) 보건의료시스템 현황
벨라루스 공화국의 주 의료시스템 기본 원칙

• 벨라루스 건강관리 법은 환자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 원칙 
- 공중 보건 기관의 무료 의료 서비스 제공
- 의약품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
- 의료 개입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
- 주치의 및 건강관리 조직의 선택
- 의료 방법 선택에 참여
- 자신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선택
- 법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개입을 포함한 의료서비스 제공 거부
- 위생 및 전염병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에서 건강 관리 조직에 머무르는 것
- 보건 요원 측에 대한 존중하고 인도적인 태도

의료시스템 현황
• 입원 환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약 600개의 의료기관과 약 15,000개의 외래 환자 

기관이 있음. 17개의 공화당 과학 및 실습센터, 143개의 위생 및 역학센터, 3천 개 
이상의 약국, 134개의 구급차 스테이션 보유

• 벨라루스 보건의료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크며,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50개국 중 하나임. 산모사망률은 1,000명 출생시 1~3건 정도 발생하며, 2019년 영아 
사망률은 출생 체중이 500g 이상인 어린이를 고려하여 1,000명의 출생시 2.4명임. 
이 수치는 선진 유럽 국가 수준(3.69)이며, CIS국가 (9.34)보다 앞서 있음. 산모에게 
가장 안전한 국가 순위에서 25위를 차지하였음

•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구 접근 측면에서 세계 상급 수준을 차지(브루나이 및 캐나다와 
1위)63)

63) http://president.gov.by/ru/zdravoohranenie_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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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달 체계
• (저렴한 의료서비스 받을 권리) 벨라루스 공화국 시민은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최소 사회적 기준에 의한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음.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벨라루스 공화국의 시민과 동등하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벨라루스 공화국의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자신의 비용, 법인 및 기타 출처의 자금으로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

• 각 보건기관은 진단 및 치료 능력에 따라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냄. 적시에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환자의 거주지 및 폴리 클리닉이 있는 경우 근무지(연구, 
서비스)에 있는 주 의료기관에 배정
- 환자는 거주지 외부의 주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보건부에 의해 결정됨
- 환자는 공화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화국 외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파견됨
• (거주지 외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절차) 벨라루스 공화국 국민이 거주지 외부에 있는 

주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주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신청(공화국 시민 여권 제시)하여야 함(벨라루스 공화국 국가 법률 법, 2005. N 176, 
8/13345)
- 거주지의 주 의료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거주지 밖의 주 의료기관으로 보내야 함
- 환자가 거주지 외부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카드가 발급되며,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는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외국인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절차) 벨라루스 공화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벨라루스 공화국 시민과 동등하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음(1993년 6월18일 벨라루스 공화국의 법률 ‘건강관리’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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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7> 국제협약에 의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의료지원 절차
국적 의료지원 방법 근거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은 제외)

임신 중 환자의 생명, 그 밖의 타인의 건강, 사고, 중독, 
부상, 출산 및 갑작스런 응급 상태,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태의 경우 → 무료 독립국가연방 시민권자에 

대한 의료제공에 관한 
협약(1997년 3월27일 

모스크바)
응급상황이 제거되고 이송이 가능한 순간부터 추가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유료
계약에 의해 고용된 경우, 계약에 의해 규정된 방식과 
금액으로 또는 고용주가 비용을 지급

러시아 연방 벨라루스 공화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러시아 국적인은 
벨라루스 공화국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짐

러시아연방 정부와 협약
(2006년 1월 24일 St. 

피터즈버그)
투르크메니스탄 무료 응급 및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와 

협약(2013년 11월5일)

베트남
응급 및 응급의료서비스는 환자의 건강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로 제공. 
특별 계획 의료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율에 
따라 유료

베트남공화국 보건부와 
협약(2002년 4월16일)

시리아 의료보험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보험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모든 비용은 본인이 지불

시리아 아랍 공화국과 
협약(2003년 12월9일)

영국 및 북아일랜드 벨라루스 공화국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서비스 비용은 벨라루스 공화국의 관할 당국이 지불

영국, 북아일랜드 정부와 
협약(1975년 2월17일)

• 의료서비스 유형
<표 7-48> 의료서비스 유형

구분 내용

유형별 구분
1차 건강관리

1차 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여 부상, 중독 및 기타 응급상황을 포함하여 환자에게 가장 
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전문 의료
환자가 특수 의료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의료과학기술의 현대적 업적을 바탕으로 복잡한 첨단 기술 또는 
고유한 의료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상태 등에 따른 
구분

응급 의료서비스
부상, 중독 및 기타 응급 상황을 포함하여 환자의 갑작스런 질병 
발생 시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환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의 응급 치료(긴급)

일상적인 의료 긴급한 의료 개입이 필요하지 않고 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질병에 대한 의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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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보건산업 정책 개혁 동향
벨라루스 ‘Health System Modernization Project' 개요 및 진행현황 

• 지난 2016년 11월 18일, 세계은행 집행이사회(The Board of Executive 
Directors)는 벨라루스 내 새로운 'Health System Modernization Project' 추진을 
위해, 벨라루스 정부를 대상으로 1억2500만 달러의 자금대출(차관)을 승인하였음
- 이 프로젝트는 e-Health 시스템 구축,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구축 등을 목표로 함
• 본 프로젝트 추진 배경으로, 1) e-Health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 보건복지 환경을 개선해 의료 서비스 불평등 해소. 2) 심혈관 질환 등의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조치를 정밀하게 해 벨라루스 사람들의 평균 수명 연장. 3) 
신생아에 대한 질병관리를 개선해 국민 보건복지를 확대. 즉 의료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높여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음

• 2016년 11월 자금지원 승인 후, 벨라루스 보건부와 2018년 6월까지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논의. 2018년 6월 분야별 실행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스템 구축: e-Health 시스템 및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 비전염성 질환 치료와 관리 역량 개선: 의과대학, 질병센터 등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성, 커리큘럼 개선 등을 통해 역량 개선
 - 신생아 관리: 신생아 질병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의료장비 및 시스템 구축

• 2022년까지 종료 목표. 분야별 세부 실행을 위한 자금집행계획, 장비 도입, 시스템 
구축 진행 중

• 벨라루스 공화국 의료시스템 현대화(2016~2023) 세부 내용 요약
주요 목표
- 디지털 형식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통합 국가 보건 정보 시스템 구축
- 의료 질 평가를 위한 e-건강 지표 개발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임상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추진 과제
- 각 환자에 대한 통합 전자 의료 기록을 포함한 중앙 정보 플랫폼 구축, 의료 기관 간 의료 

데이터 교환을 위한 중앙 집중식 통합 건강정보시스템(CESH)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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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관련 로드맵 수립에 경험 있는 기업 참여 희망 
• 벨라루스 보건부는 이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인 진행단계에 접어들면서 벨라루스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과 외국 기업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 분야별 실행계획 가운데 '비전염성 질환 치료와 관리 역량 개선'과 '신생아 질병관리' 

부분은 다른 국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 등이 크게 필요치 않음. 장비 교체, 
교육 기반 현대화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자체 해결이 가능함

• e-Health 시스템과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은 벨라루스 보건부의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함
- 시스템을 구입하고 구축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벨라루스 현지에 있는 IT기업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 그러나 e-Health 시스템과 임상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을 
벨라루스의 보건의료 분야 현실에 맞춰 어떻게 설계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현지화해야 하는지 등의 방향성 설정은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 벨라루스 보건부의 Mr. Vyacheslav Shylo 차관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전체적인 
설계, 기술적인 조언이 포함된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있어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한국은 e-Health 시스템이 매우 성공적으로 구축돼 있는 국가로, 한국 내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던 컨설팅기업 등이 벨라루스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 기술력과 
노하우를 전수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음

- 국제 표준 HL7 / FHIR에 기반한 중앙 정보 플랫폼을 통해 의료 기관 간 의료 정보 교환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절차 및 규정 개발

- 전자 처방 및 임상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통계 분석 등과 같은 중앙 정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의 구현

- 전국의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의료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환자의 개인 계정, 의사와의 
예약, 집에서 의사에게 전화하기, 클리닉의 피드백, 관심있는 부서 및 관리 기관에 대한 액세스)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중앙 집중식 e-Health 서비스 개발 의료에 대한 통계 및 분석 정보 
: 특권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정착 자동화-의료 용품의 우선 
휴가 솔루션 및 기타)

- 환자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하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행동 업데이터
- 암호화 방법 사용 및 전자 디지털 서명 사용을 포함한 정보 보호 보장
- 건강 시설의 전산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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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MED 프로젝트
• (프로젝트 1단계) “벨라루스 공화국의 의료시스템 현대화 지원, 전염병 예방, 건강한 

생활 습관 증진”
- 주요 목표 : 전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촉진하고 보건의료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 주요 정책 :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프로모션, 지역차원의 건강한 생활 장려 메커니즘 

개발, 지역 차원의 파일럿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 준비 및 구현, 어린이 및 아동 부상의 
질병 예방시스템 개선,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강화, 1차 건강관리에 
중점을 둔 건강시스템 현대화 지원 등

- 프로젝트 기간 : 2015.11.20. - 2019.11.19
• (프로젝트 2단계) “벨라루스 의료 제품 및 의료 지원 테스트를 위한 연구소 국제 인증”

- 주요 목표 : 의약품 품질 보장함으로써 건강관리 시스템 개선, 국민 복지 향상
- 주요 참여자 : 유럽연합(국제 기술 지원 분야, 주요 파트너 중 하나), UNDP(프로젝트 

조정 기관, 전염병 예방 및 헬스 라이프스타일 이니셔티브 프로모션 진행), 
UNFPA(건강한 삶과 동등한 기회에 대한 남성, 여성 및 아동의 평등한 권리 증진), 
WHO(벨라루스공화국에 자문 및 기술지원), UNISEF(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촉진, 
어린이의 첫 해 의료조기개입 시스템 강화),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프로젝트 주요 
실행 조직) 등

생명과학 및 건강관리에 대한 법 개정
• 제약 법에 대한 잠재적 개정64)

- 보건부는 벨로루스 공화국 법률“On Сirculation of Pharmaceuticals”을 작성하고 
공개 토론을 위해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와 함께 이를 공개(2019년 
3월31일 종료)

- 법률 초안은 현재 시행중인 벨로루스 공화국 법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유라시아 경제 
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에서 채택한 초 국가적 규정 (30 개 이상의 
문서)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주요 변경 사항은 벨라루스 절차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의약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4) Marina Golovnitskaya, 30 July 2019, 
https://www.sorainen.com/publications/belarus-legal-update-on-life-sciences-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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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처방 규정 개발
- 2019 년 4 월 30 일, Ministry of Healthcare는 웹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의 전자 

처방전 작성, 처리, 이전 및 수락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 결의안을 발표. 2016년 부터 
일부 의료 기관에서 전자 처방전 도입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음

- 전자 처방의 원칙은 의사가 의료 기관과 약국이 등록된 특수 시스템을 통해 전자 
서명된 처방을 발행한다는 것이며, 환자는 전자 처방전이 기록된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특수 개인 카드로 약국에서 처방 의약품을 얻을 수 있음

- 결의안 초안은 각 의료 기관 시스템을 중앙 집중식 전자 처방 시스템에 연결하는 
절차, 전자 처방 및 전자 서명 발행과 관련된 의사의 의무, 처방 내용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처방 유효 기간 (최대 6 개월)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의료제품 및 장비의 국가 등록 절차 수정
- 각료회의는 2019년 5월 2일 No.273 (2019년 8월 5일 발효) 결의안 (러시아어)을 

채택하여 의료 제품 및 장비의 국가 (재) 등록 절차에 대한 변경 사항을 소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새로운 용어 "의료 제품 및 의료 기기 생산자"및 "생산 장소";
∙ 국가 등록을 위한 새로운 근거 - 의료 제품 및 장비의 생산자 및 / 또는 생산 장소의 변경 

및 / 또는 추가;
∙ 이전에 의료 제품 및 장비를 사용하고 갱신한 규칙에는 주정부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하나의 등록 인증서에 포함될 의료 제품 수정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소개;
∙ 등록 증명서 정지에 대한 새로운 근거 — 제조자가 건강 관리부에서 요구한 생산 공정 평가를 

따르지 않고, 신청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건강 관리부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공공조달법의 현대화
- 2019년 7월 1일, "공개 상품 조달 (워크, 서비스)"(러시아어) 법 개정판이 발효. 법률 

개정판은 아래와 같음
∙ 특정 조달 절차 (공개 입찰, 전자 경매, 가격 제안 요청 절차)에 따라 전자 문서 형식으로만 

계약을 이행 할 의무;
∙ 특정 조달 절차와 관련하여 전자 형식으로 불만을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
∙ 조달 절차 중단 기간 및 불만 사항 심사 기간 단축 (30일 대신 10일)
∙ 공공 조달 행정의 국가 정보 및 분석 시스템 도입. 이 시스템은 공공 조달을 위한 정보 

지원을 목표로 하며 입찰 문서, 계약서 등록, 불만 사항 등 조달 절차와 관련된 구조화 된 
데이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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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조달법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비거주자와의 계약에 따른 지불은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벨라루스 루블로 지불;
∙ 1년 내 단 1회 공공 조달 참여자도 계약 체결 가능;
∙ 추가 계약을 통해 다음 해 2개월 동안 일 또는 주 단위로 필요한 제품(예 : 의약품)에 대한 

계약을 연장 가능. 이 조치는 연초의 공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허가된 의료활동 목록 업데이트65)

• 허가된 의료 활동 목록 수정안 초안이 공개됨. 2019년 12월 12일 논의 완료. 아직 
개정이 채택 될지 여부와 시기가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음

• 수정안 초안의 목적은 물리 치료, 미용, 성형 수술 및 치료 마사지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명확히 하고 체계화하는 것. 의료 활동에 대한 라이센스가 없는 스파 센터는 
마사지, 광선 요법 및 소금방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음. 1) 적절한 교육을 
받은 자격을 갖춘 직원만 2) 특별 등록 장비를 사용하고 3) 보건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보유한 스파 센터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원격의료 규정의 신설
• e-Health의 일부인 원격 의료에 대하여 현재까지 별도의 규제 문서는 없었으나, ‘20년 

4월 9일 처음으로 의회에서 원격 의료 규제를 다루는 의료법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채택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음
- 개정안 초안은 의료기술 전문가와 환자 간의 원격 상호 작용을 보장하는 정보기술을 

원격 의료로 정의함
- 원격의료는 의학적 상담, 진단 및 치료에 대한 2차 의견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면 

검사 및 치료 처방 후 환자의 모니터링을 위해 적용

2020년 보건부 활동 계획
• 2019년 건강 분야 활동은 시민의 사회적 지위, 소득 및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민에 

대한 동등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지역 정책 추구를 목표로 함

65)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7a93de8-dc45-4512-9858-3a40e52fb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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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 자원을 포함, 자원의 가장 효율적 사용을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측면에서 지역 간의 차이를 기존보다 줄이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음

•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의료 시스템에 많은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짐. 농촌 인구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에게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로드 맵"을 개발(출장 형태의 의료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사용됨)

•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간 센터 및 공동 
사용 센터를 만드는 개념이 구현되고 있음.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러 지역을 묶은 지구 
간 센터, 대규모 병원을 기반으로 지역 간 센터 등이 구성되고 있음

• 현대 의약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국내 제약 산업이 
활발히 발전하여 국가 건강 관리에 사용되는 약의 절반 이상이 벨라루스 기업에서 
생산됨

• ‘20년, 1차 보건 의료기관이 일반 진료실로 전환이 되어 주민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의료의 가용성 및 질이 향상 될 것임

• 국내 의료 서비스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외래 환자 단체에 대한 자금 조달 
표준과 병원의 임상 비용이 높은 그룹 시스템의 도입 작업이 시작되었음

• ‘20년, e-health의 추가 도입, 의료 기관의 재료 및 기술 기반 강화, 의료 업계의 법적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됨. 실제 건강 관리에서 환자의 새로운 진단, 의료 예방, 질병 치료 
및 환자의 의료 재활 방법의 개발 및 구현에 대한 연구도 계속 될 것임

2. 벨라루스 의료보험 동향
1) 의료보험 현황
• 벨라루스는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로, 비교적 양질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낮은 가격에 받고 있으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우수한 
의료보건 복지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전체 보험료 시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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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2017-2019년 보험료 및 보험료 성장률
• 건강(의료)보험의 장점

- 서비스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공공 진료소보다 몇 배나 높은 개인 의료센터에서 
치료받을 수 있음

- 의사를 선택할 수 있음
- 최신 고정밀 장비에서 컴퓨터 진단을 받을 수 있음
- 상세 프로파일 전문가 상담을 받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음. 사립 

클리닉에는 대기열이 없음
- 진단 결과를 당일 편리한 방법(예: 우편 등)으로 받을 수 있음 

• 의료 보험의 종류
- 의무 의료 보험 : 벨라루스 공화국 국민 전체, 외국인 및 무국적자도 보험 기관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함
∙ 외국인 의무보험 가입 방법
∙ 계약방법
  - 여행 전에 Belgosstrakh 또는 Beleximgarant의 공식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보험료 지불 후 보험계약 종결에 관한 통지 수령
∙ 계약내용 
  - 보험기관명, 위치, 연락처, 계약자명 등
  - 벨라루스 공화국 체류 기간 및 방문 목적
  - 보험료 최소 10,000유로
∙ 기타
  - 비자 발급 시 보험계약 여부 확인, 입국 시 국경 검문소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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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HI(자발적 보험) : 벨라루스 공화국 국민이 가입. 치료뿐만 아니라 진단 및 물리치료, 
치과 서비스 및 의약품 제공을 포함한 외래/입원 치료 가능. VHI는 직원이 20명 
이상인 조직에 가장 유용함. 개인 가입은 비용이 높음
∙ 자발적 보험 가입 가능한 회사
  - Belgosstrakh, Belneftestrakh, Centaur, Ingosstrakh 등
∙ 보험료
  - 보험상품, 연령, 만성질환 유무 등에 따라 다름
  - 35세 미만은 850-900루블, 55세 이상은 1.2-1.4천 루블
  - 치과 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50-50% 증가

[그림 7-7] 2017-2019년 계약 완료된 보험 건수

∙ 관련 입법
  - 2006년 8월25일자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 “보험 활동” 법령 No. 530
  - 1997년 3월27일 독립 국가 연합 회원국 국민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
  - 2006년 1월24일자 벨라루스 공화국의 의료 시설에서 벨라루스 화국 국민과 러시아 연방의 

국민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절차에 대한 벨라루스 화국과 러시아 연방 정부간의 합의
  - 2013년 11월5일자 벨라루스 공화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에 대한 의료, 의료(약제) 

과학, 교육 분야 협력 및 의료 지원에 관한 벨라루스 공화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간의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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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2019년까지 의무적 보험의 계약건수는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자발적 보험의 
계약건수는 2019년도의 경우 조금 감소하였음.‘19년 기준으로 의무적 보험의 
계약건수는 58%로 자발적 보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보험료 금액은 
자발적 보험이 61.3%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그림 7-8] 2017-2019년 보험료 비중

3. 벨라루스 의료 분야 국제 협력
<표 7-49> 국제 협력 내역66)

66) http://minzdrav.gov.by/ru/ministerstvo/mezhdunarodnaya-deyatelnost/index.php

협력국가 협력 기관(타국) 계약/협약서명(한글) 계약/협약서명(노어) 성립 날짜

러시아 러시아 연방 보건부
의약품의 등록, 표준화 및 품질 
관리 분야에서 협력에 대한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와 러시아 

연방 보건부 간의 협약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регистрации,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и 
контроля качества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1999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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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국가 협력 기관(타국) 계약/협약서명(한글) 계약/협약서명(노어) 성립 날짜

러시아 모스크바 시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와 
모스크바 시 (러시아 연방) 
보건부와의 건강 분야 협력에 

관한 협약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Департамент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города Москвы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2007년 
6월 
14일

러시아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 
보건청

건강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청와 러시아 
모스크바 지역 보건부 간의 협약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2010년 
2월 
17일

러시아
러시아 연방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 복지 
감독을위한 연방 

서비스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와 러시아 
연방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인간 
복지 감독을위한 연방 서비스와의 
위생 및 역학적 복지를 보장하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약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ой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защиты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и 
благополучия 

челове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обеспечения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

огическ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населения.

2011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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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국가 협력 기관(타국) 계약/협약서명(한글) 계약/협약서명(노어) 성립 날짜

러시아 러시아 연방 보건부
건강 및 의료 과학 분야의 협력에 
관한 러시아 연방 보건부와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 간의 

합의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медицинской науки.

2011년 
4월 
28일

러시아
러시아 연방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의 보건청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와 러시아 
연방 크라스 노야르스크 지역의 
보건청 간의 의료 분야 협력 협력 

각서

Меморандум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2년 
10월 
30일

몰도바 몰도바 공화국 
보건사회보호부

의료 기기 및 의료 기기의 기술 및 
의료 (실험실) 테스트 프로토콜의 
상호 인식을 보장하기위한 절차에 
대한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와 
몰도바 공화국 보건사회보호부 

간의 합약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еспублики Молдова о 
порядке проведения 

работ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взаимного признания 
протоколов 

технических и 
медицинских 

(лабораторных) 
испытаний изделий 

медицин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и 

медицинской техники.

2005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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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국가 협력 기관(타국) 계약/협약서명(한글) 계약/협약서명(노어) 성립 날짜

몰도바 몰도바 공화국 
보건사회보호부

의약품의 등록, 표준화 및 품질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와 몰도바 
공화국 보건사회보호부 간의 합약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еспублики Молдова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регистрации,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и 
контроля качества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2005년 
10월 
5일

아르메
니아

아르메니아 공화국 
보건부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와 
아르메니아 공화국 보건부 간의 
의료 과학 및 보건 분야 협력에 

관한 협약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медицинской 
науки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Армения. 

2005년 
5월 3일

조지아 조지아 
노동보건사회부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와 조지아 
노동보건사회부 사이의 건강 및 
의학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약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руд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Грузи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медицинской науки

2015년 
4월 
23일 

리투아
니아

리투아니아 공화국 
보건부

건강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와 

리투아니아 공화국 보건부 간의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2015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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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국가 협력 기관(타국) 계약/협약서명(한글) 계약/협약서명(노어) 성립 날짜

합의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Литов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쿠바 쿠바 정부
의약품 등록 및 의약품 공동 생산 
및 공급 분야의 협력 개발에 대한 
상호 인정에 대한 벨라루스 
공화국 정부와 쿠바 정부 간의 

협약

Соглашение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еспублики Куба о 
взаимном признании 

регистраци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и развит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поставок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2014년 
6월 

체결, 
2015년 
5월부터 

발효

파키스
탄

파키스탄 
국가보건시스템부

건강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벨로루시 공화국 보건부와 국가 
보건 시스템 부 사이의 양해 각서, 
파키스탄 이슬람 정부의 규제 및 

조정 협약

Меморандум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Министерством 

национальной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гулирования и 
координ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слам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Пакистан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2015년 
11월 
10일 

에콰도
르 

에콰도르공화국 
보건부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와 
에콰도르 공화국 보건부 간의 

양해 각서
201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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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대응 정책 동향
1) 담당 정부 기관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 보건부 산하 의료 대응 조직 공화당 센터
• 벨라루시 보건부는 전 세계에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국에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조치 강화
• 센터는 WHO의 감염예방지침에 따라 병원체 진단 및 테스트, 치료에 대한 기준 마련
•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2020년 3월 25일 No.171 장관 회의 법령(국가 영토를 통한 도로의 상품 운송을 
간소화하기 위해 채택된 법)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등록된 국가에서 
온 사람은 벨라루스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통제함

2) 주요 동향 요약
확진자 및 사망자 수

• 벨라루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최초 발생 시점은 2020년 2월 28일이며, 4월 2일 첫 
사망자가 발생

• 2020년 5월 30일 기준 확진자 40,764명, 사망 2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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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0> COVID-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단위 : 명)
기간 확진자 사망자 기간 확진자 사망자 기간 확진자 사망자
2/28 1 - 4/1 - - 5/1 846 5
2/29 - - 4/2 40 2 5/2 890 4
3/1 - - 4/3 62 2 5/3 911 4
3/2 - - 4/4 - - 5/4 1,661 6
3/3 - - 4/5 186 - 5/5 - -
3/4 5 - 4/6 122 4 5/6 1,766 9
3/5 - - 4/7 138 5 5/7 - -
3/6 - - 4/8 161 - 5/8 913 4
3/7 - - 4/9 205 - 5/9 933 5
3/8 - - 4/10 - - 5/10 1,871 10
3/9 - - 4/11 915 6 5/11 933 4
3/10 3 - 4/12 245 4 5/12 - -
3/11 3 - 4/13 352 3 5/13 1,934 14
3/12 - - 4/14 341 3 5/14 - -
3/13 9 - 4/15 362 4 5/15 932 2
3/14 - - 4/16 447 3 5/16 958 5
3/15 - - 4/17 476 4 5/17 951 4
3/16 15 - 4/18 575 3 5/18 969 5
3/17 - - 4/19 - 2 5/19 922 6
3/18 10 - 4/20 - 2 5/20 936 4
3/19 - - 4/21 1,485 4 5/21 1,863 10
3/20 11 - 4/22 459 4 5/22 932 5
3/21 19 - 4/23 558 5 5/23 - -
3/22 - - 4/24 741 - 5/24 941 4
3/23 - - 4/25 751 3 5/25 954 5
3/24 5 - 4/26 817 4 5/26 946 5
3/25 - - 4/27 873 5 5/27 915 4
3/26 5 - 4/28 1,745 7 5/28 897 6
3/27 - - 4/29 - - 5/29 902 5
3/28 8 - 4/30 973 5 5/30 906 5
3/29 - - 5/31
3/30 58 -
3/31 - -
합계 152 - 13,029 84 27,583 140

자료 : WHO 홈페이지, 완치자 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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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대응 - 확산 방지
• 안전 안내(건강 커뮤니케이션)

- COVID-19 환자 발생 전인 ‘20년 1월-2월에 여러 번의 언론 브리핑과 장관 연설 실시, 
손 위생, 호흡기 에티켓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전문가 조언 보도

- 보건부 웹 사이트에 COVID-19에 대한 정보 게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 
유지 시기, 장소 및 방법에 대한 지침 언급

- ‘20년 1월, 여행 제한은 없었으나 중국 및 대규모 COVID-19 발병이 의심되는 국가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여행 자제하도록 조언

- COVID-19 상황 악화함에 따라 예방 조치의 범위와 내용 확대, 특정 인구 집단 (노인,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 구금 된 사람 등) 대상으로 공식 채널 통해 전문가 조언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및 전달

- COVID-19 감염 위험 높은 방문금지 국가 목록은 정기적 업데이트

• 물리적 거리두기
- ‘20.1~3월초 : 경미한 제한과 신체적 거리두기. 불필요한 방문 금지, 대중 교통 및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 방지, 특히 노인,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과 임신부에 대하여 제한
- 3월 12일, 4월 6일까지 국제 문화, 스포츠 및 과학 행사 제한. (그러나 축구 선수권 대회는 

중단하지 않은 유일한 유럽 국가)
- 3월 19일, 대중교통 빈도 확대, 교육 기관 등하교 시간 변경하여 대중교통 이용률 가장 

높은 시간대 피함. 교육부는 대학 및 전문학교는 오프라인 수업 허용, 바이러스 감염의 약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집에 머물고 의사를 부르도록 하였으며, 일반 학교는 예정대로 
3/30~4/5일 까지 공휴일로 지정. 공휴일에는 학교 캠프는 운영되므로 부모는 필요할 경우 
자녀를 학교에 두고 갈 수 있도록 함

- 4월 7일, 민스크시 지방 자치 단체는“COVID-19 관련 강제 조치”명령 내림. 이전 권장 사항과는 
반대로 위반에 대한 필수 조치 및 관리 책임을 소개. 이날부터 모든 전시회, 프레젠테이션, 
박물관 단체 여행, 극장 및 영화관의 단체 방문 금지. 대학은 원격 학습 장려. 학교 휴가는 
4/13에서 4/18일까지로 재연장. 유치원은 자발적 출석 가능. 공공 식사는 테이블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결혼식, 장례식 등과 같은 모든 의식은 금지. 치과 진료소는 긴급 치료로 
제한. 주정부 서비스 센터, 주정부 기관 및 은행은 가능한 경우 약속 후 온라인으로 업무 수행. 
지역 사회 건물, 대중 교통 및 종교 시설에 대한 청소 및 소독에 대한 추가 조치 도입

- 4월 23일. 물리적 거리 정책은 다소 완화되었음. 클리닉에서 정기 건강 검진 재개, 치과 
의사가 의료 서비스 제공,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계속되었음. 학교는 4/20일부터 수업재개, 
모든 학생들은 마스크 쓰고, 정기적 손 세척 권장

- 5월 9일, 공휴일 수도 (민스크)에서 군사 퍼레이드 개최.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15,000 
명 이상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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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 ‘20년 1월 중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밀접한 접촉에 대한 검역 조치 수행. 의심되는 
모든 사례는 테스트 수행, 양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자체 격리

- 확진자 발견된 교육 기관은 원격 학습. 노인 가정, 교도소 및 구치소 폐쇄. 노인을 위한 
음식 배달은 벨라루스 적십자사/전국 청소년 연합이 수행. 의료 시설 방문 횟수를 줄이기 
위해 1차 진료인 경우 원격 약물 처방 및 의료 상담. 모든 정기 건강검진은 연기

- 3월 25일, COVID-19에 감염되었으나 무증상 상태를 유지 한 사람들과 관련자들을 격리하도록 
강제 조치함. 자택에서 14일 동안은 다시 국경을 넘을 수 없음

- 4월 8일, 자가 격리 강제 조치가 실질적으로 확대, 강화. 특히 다른 사람이 감염되었거나 
감염의 결과로 사망이 발생할 경우 제한 조치 위반에 대하여 행정적, 형사적 책임 도입. 
정부 명령은 시민, 비시민권자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의무적 
자가 격리 도입

  1) COVID-19에 감염된 사람
  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1차 접촉시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2주 

동안 
  3) COVID-19에 기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그러한 증상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2차 

접촉이 있었던 경우

• 모니터링 및 감시

- COVID-19 사례의 역학 및 그 접촉에 대한 모니터링은 보건부에 소속된 위생 및 역학 
서비스에 의해 수행됨

• 테스트
- ‘20년 2월부터 민스크 국립 공항과 모든 국경 통제 지점에서 감기/독감 증상에 대한 입국 

심사 도입. ‘20년 3월 25일까지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한민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폴란드 및 체코에서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도착시 공항에서 테스트를 거쳐 
결과가 24시간 내에 수신될 때까지 자체 격리

- 건강 관리 시설의 검사는 주로 일차 진료 수준에서 수행, 병원 수준에서는 수행이 적었음
- COVID-19 검사 수행 실험실 7개. 국립과학 및 실용역학 및 미생물센터 [RRPCEM] (4개의 

실험실), 국립 위생, 역학 및 공중 보건 센터 [RCHEPH] (1 실험실), Mogilev 지역 위생, 
역학 및 공중 보건 센터 [Mogilev CHEPH] (1 실험실), Gomel 지역 위생, 역학 및 공중 
보건 센터 [Gomel CHEPH] (1 실험실). 사용 가능한 테스트 수, 사용 가능한 잠재적 용량은 
다음과 같음. RRPCEM-750/900, RCHEPH-250/300, Mogilev CHEPH-150/270, 
Gomel CHEPH-50/360

- 다음 5 개의 실험실이 COVID-19 테스트에 추가로 사용될 예정. Brest 지역 위생, 역학 
및 공중 보건 센터 [Brest CHEPH] (1 실험실), Vitebsk 지역 위생, 역학 및 공중 보건 
센터 [Vitebsk CHEPH] (1 실험실), Grodno 지역 위생, 역학 및 공중 보건 센터 [Grod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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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대응 - 물리적 인프라 및 인력 수용
• 물리적 인프라

- 전국 병원 구내가 용도 변경, 감염된 사람들과 보호자를 위해 자원 재지정됨
- 3월 27일, 보건부는 국가 직원을 위한 충분한 양의 침대, 장비, 약품 및 PPE가 있는 것으로 

보고. COVID-19 이전 WHO 유럽 지역에서 벨라루스는 1인당 침대 수가 가장 많았음. 
현재 집중 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의 총 수는 360개임. (Brest-60, Vitebsk-59, Gomel-54, 
Grodno-49, Minsk-54, Mogilev-39, Minsk-45). ICU 침대 수는 2575개 : Brest - 
285개, 비테스크 - 333개, Gomel - 356개, Grodno - 287개, Minsk지역 - 310개, 
Mogilev - 285개, Minsk 도시 - 719개. 총 2,049 개의 환기 장치가 있음

- 민스크시에 4개의 병원과 각 지역 (주)센터에 1개의 병원들이 COVID-19를 위해 재구성됨. 
필요한 경우 많은 다른 병원에서 재 프로파일을 준비할 예정이며, 비교적 적은 수의 환자(2020 
년 3 월 29 일 – 94 일 현재) 발생으로 인해 모든 환자는 민스크시 감염병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

• 인력

- 3월 27일, 보건부는 벨라루스의 COVID-19 대응 관련 의료진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COVID-19와 함께 일하는 건강 관리 전문가에게는 특별 급여 인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발표

주요 정책 대응 - 금융 / 재무적 대응
• COVID-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부문 조치

- ‘20년 12월 31일까지 국가 은행의 준비금에 대한 건전한 요구 사항 완화
- 상업 신용 금융 기관의 신용 위험 평가 완화
- 은행은 ‘20년 동안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금지
- 개인 대출과 관련하여, National Bank는 상업 은행이 부당하게 지불에 대한 이자 수수료 

인상, 은행 업무 제한을 금지
- 은행은 대출 상환 공휴일을 부여하고 대출 상환 마감일을 연기하도록 지침

CHEPH] (1 실험실), Minsk 지역 위생, 역학 및 공중 보건 센터 [Minsk CHEPH] (1 
실험실), Minsk City 위생, 역학 및 역학 센터 공중 보건 [민스크시 CHEPH] (1 연구소)

- 보건부는 ‘20년 3월 29일, COVID-19에 대한 24,000 건 이상의 테스트가 수행되었음을 
보고. WHO 유럽 지역 사무소로부터 전체 실험실 용량 자체 평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받았으며, WHO에 요청하여 독일의 Robert Koch Institute (WHO 협업 센터)에서 수행한 
COVID-19에 대한 6,000 개의 테스트를 제공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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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3일, 장관 협의회는 COVID-19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산업 및 농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전국적인 경제 조치 초안 발표

• 4월 19일, 초안이 정부 및 기업 협회에 발표되어 논의를 마침

- 관광 및 운송 서비스, 호텔 및 요양소, 공공 케이터링, 소비자 서비스 및 기타 산업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주 재산위원회의 제안 포함

- 대통령령 안 초안은 주 및 50%를 초과하는 주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부동산 임차인(차용자)에게 
적용. ‘20년 9월 30일까지 임대료와 수수료 (부동산 유지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에 
대한 임시 위탁 제공. 돈은 ‘20년 12월 31일까지 할부로 지불 할 수 있음. 법령은 ‘20년 
9월 30일 까지 기본 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하기로 함

• Grass-root movement

- COVID-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단체
- 수십 개의 지역 캠페인을 통해 의료 보호 장비를 구매 및 생산하고, 지역 및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의 크라우드 펀드 재정 지원을 받거나, 건강 전문가를 위한 점심 식사 및 할인 된 
택시 여행을 제공하거나, 노인 및 기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간호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시작

- 민스크 소재 한 IT 회사는 벨라루시 의사에게 700,000 개의 필터 마스크 (보호 등급 FFP2)를 
기증). 몇몇 소규모 회사는 자발적으로 3D 프린터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병원 직원을 
위한 의료 보호 장비를 생산 등 

코로나19 관련 수출 유망 품목
• 위생적인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HS코드 84213920) 같은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손씻기가 널리 홍보되면서 전기식 핸드드라이어(HS코드 851633) 
등의 수요증가도 예상됨 
- ‘19년 벨라루스의 공기청정기(HS코드 84213920) 수입시장은 2,081만 달러로 

‘18년 대비 7.86% 성장했으며, 수입대상국 Top3는 러시아(25.82%), 독일(25.25%), 
중국(9.51%)임(한국으 16만 7,500달러로 0.81%)

- ‘19년 벨라루스의 전기식 핸드드라이어(HS코드 851633) 수입시장은 62만 
4,700달러로 ‘18년 대비 -20.17%로 감소하였으며, 수입대상국 Top3는 
러시아(68.67%), 중국(24.16%), 스페인(7.08%)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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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산업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종합
1) 보건산업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종합

현행 법/제도 충분성
• 벨라루스 건강에 관한 법률은 1993년 6월 18일자 2435-XII ‘건강관리에 대하여’(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67)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총 65개조로 구성됨
• 의료보건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의료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장, 의료구조, 

의료활동(행위), 의료인의 역할 등 다양한 법/제도가 수립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현행 법/제도의 충분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나 통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기본적인 법/제도는 구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제약 법에 대한 개정, 전자 처방 규정 개발, 의료제품 및 장비의 국가 등록 절차 수정 

등 보건의료 관리상의 환경변화, 경제 상황, 기술의 발전 등을 반영하여 법/제도의 
변경을 진행하고 있음

정부 기구의 효율성
• 벨라루스 보건부는 국가 보건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획, 규제, 운영의 책임이 있음. 

국민들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보증 지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승인

• 보건부는 법에 의해 규정된 방식으로 의료활동을 수행하는 보건 관련 기관이 관련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를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역량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 및 통제하는 역할 수행

• 보건부는 지역 조직의 역량 내에서 가능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정 및 통제하는 역할이 
큰 편으로 볼 수 있음

의료보험 시스템 적합성
• 벨라루스는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로, 비교적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낮은 가격에 받고 있음
67) https://belzak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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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벨라루스 보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포괄수가제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고 가는 등 선진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지가 강함

코로나 19 대응 적합성
• 벨라루스 보건부는 코로나19가 중국으로부터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월부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등 초기 대응하였고, 감염 사례가 발생한 국가의 
국민이 벨라루스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응하였음

• 물리적 거리두기, 격리, 모니터링 및 감시, 테스트 등 WHO가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확진자수가 4만 명으로 인구 수 대비하여 0.4%(‘20.5.30기준)로 낮은 
수치는 아님

• 국제 문화, 스포츠 및 과학 행사를 제한하였으나, 축구 선수권 대회는 중단하지 
않았으며, 5월 9일에는 수도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하는 등 무리한 행사를 
진행하였음. 실제로 5월 이후 거의 매일 9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코로나19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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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건산업 인허가 등 규제 현황

1. 일반 개황
• 의료용 수입, 수출, 판매, 보관, 반품, 폐기 등에 대한 국가 통제는 법률에 따라 수행되며,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벨라루스 공화국 장관 회의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수행됨

1) 관련 행정기구 요약
• 벨라루스 공화국 장관협의회

- 인허가, 등록 등 관련 행정절차 및 규정의 승인(의약품 최대 판매가격, 등록 절차, 
최대 판매가격에 대한 주 기록 작성 및 유지보수 절차 결정 등 포함)

• 벨라루스 공화국 경제부
- 장관협의회에서 승인한 규정에 대하여 경제부가 동의하여야 공식 출판 후 발효 

2) 관련 법률 등
• 건강에 관한 벨라로스 공화국 법률, ‘제39조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의 생산, 

저장, 판매 및 품질에 대한 국가 통제’68)

2. 세부 인허가 및 규제 동향
1) 등록 관련 인허가 및 규제

의약품 등록
• 의약품 시장은 민간 유통/판매 시장과 현지 보건부 대상 공공조달 시장으로 구분되며, 

민간 유통/판매는 현지 수입기업에 수출을 하고, 현지 수입기업이 약국 네트워크에 
유통시키는 형태가 주요한 구조임. 일반 약국에 유통/판매하기 위해 현지 보건 당국에 
의약품을 반드시 등록시켜야 함

68) Статья 39.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нтроль за производством, хранением, реализацией и качеством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изделий медицин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и медицинской техник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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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 등록 절차 및 방법
- 180일 이내에 보건부에 등록(과거에는 최대 12 개월이 걸렸음)
- 5년간 유효한 인증서를 받고, 매년 갱신
- 제품 특성 요약(SPC)은 러시아어 또는 벨라루스어로 작성
- 제약 검사국(보건부 산하 주요 규제 기관) : 검사관은 법인 및 개인 기업가가 국가 

법률을 준수하고 우수 제조 관행(GMP) 준수를 인증하도록 보장 
- 2002년 법령은 수입 및 국내 생산 의약품의 배치 테스트를 요구
- 헬스 케어 검사 및 시험 센터는 시장에 진입하는 의약품의 재시험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 생체 동등성 시험 및 임상 연구 결과 검증.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같이 
권위 있는 기관이 검사를 한 경우에는 제조 시설 점검 등은 필요 없음

• 공공조달은 등록약품일 경우 당연히 입찰 참여 자격이 있으며, 미등록 약품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 기존 벨라루스 보건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회원국에 등록된 의약품은 벨라루스 내 미등록된 제품이라고 해도 일정 구비서류를 
갖추면 공공조달에 응찰할 수 있었음

- 우리나라도 ICH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의 
약품은 벨라루스 보건부의 수요가 있을 경우, 정부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음

의료기기 등록
• 모든 의료 기기는 벨라루스 MOH에 등록해야함. CE 마크가 부착 된 의료 기기에 대한 

라이센스만 발급. 벨라루스 의료 기기를 수입하려는 외국 제조업체는 반드시 공인 
담당자를 지정해야하며, 신청자가 처음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제조 현장에서 
검사가 필요하거나 현지 임상 검사를 완료해야함 

• 의료기기 주 등록(재등록)에 관한 규정(보건부 법령 05.03.2010 N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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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의료장비/기기 등록 절차

- 1단계 : MD 설명과 함께 견적 요청을 BeAWire에 보냄. 비용은 위험 등급에 따라 다름
- 2단계 : 등록 서류 목록은 안전 등급에 따라 구성. 등록 서류의 문서는 러시아어로 번역 

한 내용이 포함되어야함. BeAWire는 건강 서비스 시험 및 시험 센터에서 RD를 제출함
- 3단계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 한 후 보건부는 의료 기기 및 의료 기기의 국가 등록 

(재등록) 또는 의료의 국가 등록 거부 (재등록)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함. 거부 사유를 나타내는 
장치 및 의료 장비. 결정은 보건부 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져야함. (1269 해상도)

- 4단계 : 공장 검사는 주로 두 가지 경우에 제공됨. 첫 번째 시장 진입과 설치 및 유지 관리 
(MRI, X-Ray)를 위한 특수 조건이 필요한 의료 기기의 경우, 보통 3 명의 전문가 (의사 
및 엔지니어)가 3일 동안 공장 현장을 방문함

- 5단계 : 샘플 필요
- 6단계 : 샘플 필요
- 7단계 :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로서 참여 환자(자원 봉사자)는 환자 신체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MD에는 필요하지 않음. 이 경우, 신청자는 임상 센터에서 제공되는 샘플에 대해 시험을 
수행 할 수 있음

- 8단계 : 등록 인증서는 5 년간 유효

인증제도 
• 벨라루스는 국민의 생명·건강·인간의 유전자·재산·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2만5,000개 이상의 국가표준을 적용하고 있음. 여기에는 GOST(러시아 인증)와 
BelST(벨라루스 인증) 규격이 혼재되어 있음. GOST의 인증규격을 그대로 준용하기도 
하지만, 벨라루스 정부에서 별도로 더 요구하는 규격도 있음

• GOST 규격을 따르는 표준이 약 2만 개, BelST 규격을 요하는 표준이 약 5천 개 정도임. 
한편 인증제도는 EAEU 출범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합인증제도를 실시하게 되나, 
아직까지는 품목별, 국가별로 상이한 인증도 많은바, 수출 전 꼭 확인이 필요함69)

69) 2018_kotra국가정보_벨라루스, KOTR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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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CU 통합 인증제도 
• 2010년 1월1일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삼국 관세동맹이 출범하면서 2013년 

2월 15일 TR-CUT(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s Union) 인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표준인증제도가 TR-CU로 변경되었음. TR-CU는 기존의 
관세동맹 3국의 인증제도(러시아-GOST-R, RTN 사용허가인증, 벨라루스-STB, 
카자흐스탄-GOST-K)를 모두 통합한 것으로 현재 순차적으로 법령개정 중에 있고 
향후 모두 TR-CU로 대체될 예정임

• TR-CU는 기존의 GOST-R 등 각 개별국가가 운영하고 있던 인증과 마찬가지로 적합성 
인증서(CoC)와 적합성 선언서(DoC)로 구분됨
- CoC는 일부 기계류, 크레인, 엘리베이터, 수공구류, 테스트 장비 등 이전의 RTN 

사용허가인증 대상이었던 제품에 해당되며 공장심사가 필요함
- DoC는 위험성이 적은 제품이 대부분 해당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 서류심사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함

강제인증제도 
• 벨라루스 시장으로 진출 시 강제인증목록 확인 필요. 만약 상품과 서비스 또는 인력이 

명시된 항목으로 분류됐다면 인증서와 자기적합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을 
받아야 함. 만약 상품이 목록에 없다면 강제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음

• 그러나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는 것을 고려할 만함. 자발적으로 획득한 인증서는 
강제인증과 차이가 없음(강제인증과 같이 노란색). 이런 경우에는 자기적합선언을 받지 
않아도 됨.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게 된다면 신청자가 인증받을 제도를 선택하고, 
강제인증을 받는다면 공식인증기관으로부터 받게 될 것임 

환경인증제도 
•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제품 및 제품생산·실험 과정 등이 관련 

기준 및 기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강제 환경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환경인증제도의 검증을 통과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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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환경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벨라루스로 반입하려면 벨라루스 소재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세관신고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함.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 판매기간, 기술·규범상 특이사항 등을 고려해 정해지나, 대량 일괄 
생산품과 서비스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임 

자기적합선언 제도 
• 자기적합선언은 인증서와는 다른 것이며, 상품의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발행됨 

(서비스나 노동은 자기적합선언을 받지 못함). 자기적합선언은 벨라루스에 등록된 
법인이나 개인 영업자만이 획득할 수 있음

• 자기적합선언을 받은 후에는 등기소에 등록해야 하며, 생산자나 수출자는 표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함. 그러나 실험연구실이나 공식승인기관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도움을 받아 증명서류를 보강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음

• 자기적합선언을 받는 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적합한 제도를 고르는 것은 
특정생산방식에 따라 결정됨. 신청자가 상품 생산자라면 자기적합선언은 대량생산된 
상품이나, 같은 계열의 그룹 또는 상품집단에 적용되며, 신청자가 판매자라면 
자기적합선언은 단지 상품집단에만 적용됨. 신청자는 자기적합선언 대신에 공식인증 
기관에서 인증서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

• 자기적합선언은 10근무일 이내에 발급됨. 신청이 기각된 경우, 그 상품은 벨라루스에서 
판매할 수 없음. 자기적합선언은 현재 벨라루스에 적용 중인 특정기술규정에 언급된 
기간 동안만 유효함. 자기적합선언의 특정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면 됨(대량 생산품 : 5년, 단일 생산품 : 만료 기간까지 또는 개개상품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기간제한 없이 판매 가능)

• 자기적합선언은 발행 기간 동안 실험연구실의 모든 기록들과 함께 생산자, 수출업자 
또는 판매자가 보관해야만 함. 주어진 기간 내 어느 때라도 공식대표가 찾아와 그것들을 
확인해볼 수도 있기 때문임

의료기관 설립 절차 
• (라이선스 신청) 법인명, 주소, 대표 사무소, 세무정보, 직원명부, 고용계약서, 의사 

졸업장, 자격증명서 등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보건부에 제시. 보건부 라이선싱학과에서 
심사70)



249

<표 7-51> 라이선스 신청 내역71)

• 특별허가가 필요한 의료활동
<표 7-52> 특별허가가 필요한 의료 활동

70) http://minzdrav.gov.by/en/ministerstvo/struktura/podrazdeleniya/upravlenie-po-litsenzirovaniyu.php
71) http://minzdrav.gov.by/en/dlya-spetsialistov/litsenzirovanie/litsenzirovanie-meditsinskoy-deyatel

nosti/perechen-dopolnitelnykh-dokumentov-predostavlyaemykh-dlya-polucheniya-litsenzii-na-m
editsinskuyu-deya/index.php

구분 라이선스 신청 내역
개별 공통

① 법인 - 의료활동, 의료활동 서비스 수행 부서, 주소 등
- 직원사본, 고용계약서. 의사졸업장, 자격증명서 등 [기본 정보]  

 - 우편번호, 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 신청인의 등록지 
세무당국 이름, 주소 등

[추가 정보]
 - 건물사용 확인서
 - 3개월 내 의료활동 

허가서
 - 의료기기 등 설치, 유지 

보수 등 계약서 및 인력 
고용/노동계약서 등

② 개인
- 의료활동, 성명, 후원자(있는 경우), 여권 정보, 거주허가(일련 

번호, 발행일, 여권 또는 거주 허가를 발급한 주 당국 이름, 
거주지 등) 등

- 졸업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③ 외국 
법인

- 의료활동, 벨라루스 내 조직명, 주소, 대표사무소, 주 등록 날짜, 
등록번호, 등록기관 명

- 직원사본, 고용계약서. 의사졸업장, 자격증명서 등

④ 외국 
개인

- 의료활동, 벨라루스 내 조직명, 주소, 대표사무소, 주 등록 날짜, 
등록번호, 등록기관 명

- 졸업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의료활동 면허 발급 기관 유효기간
1. 산과
2. 알레르기학 및 면역학
3. 마취 및 집중 치료
4. 예방접종
5. 성병학
6. 위장병학
7. 혈액학
8. 유전학
9. 부인과학
10. 피부과
11. 진단, 실험실, 방사선, 초음파
12. 조직수집, 이식
13. 전염병
14. 심장학

29. 1차진료
30. Coloproctology를 포함한 항문학
31. 직업병리학
32. 보철
33. 정신과
34. 심리치료
35. 폐
36. 방사선학
37. 재활
38. 류마티스학
39. 구급차
40. 치과
41. 용법
42. 독성학

보건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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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9월1일 벨라루스 공화국 대통령령으로 승인된 특정활동의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의 부록 1)2010년 450호

보건의료인력 면허제도 - 벨라루스인 
• (의과대학) 의과대학 6년, 학과 평균점수와 연구 작업,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학생 

사회활동을 고려하여 계산된 총 포인트 등을 기반으로 등수 평가, 등수에 따라 인턴십 
과정 진행

• (인턴십)72) 고정 기간 고용 계약과 인턴십의 지원에 대한 계약을 기반으로 12개월 동안 
인턴십 수행 후 보건부 자격위원회의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함
- 제출 서류 : 고등교육수료증과 신분증명서 사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된 

교육에 관한 인정증명서 사본
- 자격위원회 : 벨라루스 공화국 보건부 직원, 주 집행위원회 보건부, 민스크시 

집행위원회 보건위원회,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포함
-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인턴은 3개월 후 재시험, 재시험에 떨어진 경우 1년 내에 

지원 가능
- 인턴을 거치지 않고 자격시험 응시 가능한 사람 :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후보자 

및 의학, 제약 과학 박사 학위 소지자,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직전에 전문가, 약사로서 
1년 이상 유경험자

72) http://minzdrav.gov.by/en/dlya-inostrannykh-grazhdan/meditsinskoe-obrazovanie-v-belarusi/int
ernatura/index.php

의료활동 면허 발급 기관 유효기간
15. 연소학
16. 미용학
17. 물리치료운동
18. 마사지
19. 마약학
20. 신경학
21. 대체의료활동
22. 신장학
23. 일반적인 의료행위
24. 방사선요법, 유방학 및 

종양학을 포함한 종양학
25. 정형외과
26, 청력학을 포함한 이비인후과
27. 안과
28. 소아과(신생아학 포함) 

43. 외상학
44. 남성호르몬을 포함한 비뇨기과
45. 물리치료
46. 병리학
47. 혈관외과, 소아과, 심장외과, 신경 

외과. 미세외과, 성형외과, 혈관 내, 
흉부, 악안면, 내시경 수술을 
포함한 수술 안과를 포함한 수술

48. 혈액흡수, 투석, 혈장분리법을 
포함한 체외치료방법

50. 내분비학



251

• (의료활동을 위한 라이센스 취득) 보건부에 신청하며, 산하부서인 ‘라이센스 사무소’로 
부터 취득에 대한 검증 및 검사를 통해 라이센스 취득. 취득 후에도 동 부서로부터 
적합성 준수 및 모니터링을 통해 라이센스 유지, 정지, 갱신 및 종료 등 결정

보건의료인력 면허제도 - 외국인
• (인턴십) 외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도 본국의 의과대학 졸업 후 

벨라루스 공화국의 인턴십 과정을 수료 후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벨라루스어) 의사 자격 
취득

• (임상거주) 고급 의료 기술 보유자를 위하여 외국의 의료교육을 받은 의료 전문가가 
벨라루스의 의료 교육 기관(특정 전문 분야 – 전문의료 공화당 과학 및 실습 센터)과 
계약하고 전문가 교육을 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벨라루스 공화국 시민권(체류 허가 또는 난민 증명서 등), 여권 등을 

의료교육기관에 제출73)

2) 수출입관련 인허가 및 규제

2.1) TBT
수출입 금지 및 제한 품목

• 벨라루스를 포함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3개 관세 동맹국들은 역외 제3국과의 교역 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을 두고 있음. 상품 원산지에 근거한 
별도의 수입제한조치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수출입 금지 품목 : 방사성 물질 등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군용 및 사제 무기류와 그 주요 부속/탄약 등
- 수출입 제한 품목 : 야생 채취 약제, 야생동물 및 야생식물, 관세동맹 외부로의 수출이 

금지된 귀금속 및 보석원석, 해당 귀금속과 보석원석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가공되지 
않은 귀금속, 귀금속 파편 및 폐기물, 광석, 고농축된 귀금속 및 원자재, 광물자원류, 
항정신성 약물류 및 최음제, 민간용 전파기기 및 고주파 장비 등

73) http://minzdrav.gov.by/en/dlya-inostrannykh-grazhdan/meditsinskoe-obrazovanie-v-belarusi/kli
nicheskaya-ordinatura/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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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검열 제도
• 2015년 9월 국무회의 의결 666호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음. 이 조치에 따라 거의 모든 분야의 수입 소비재는 원산지 국가에서의 품질 
증명서가 있더라도 반드시 위생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해당 제도는 EAEU 규정에 
통합 위생검열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 정부가 추가로 별도의 조치를 
도입한 것임
- 위생검사 대상 품목 : 식품류 전반, 유아 및 아동용품(의류, 문방구류 등 전반), 

화장품류 전반, 개인위생용품류 전반, 생활화학제품류 전반, 식품과 접촉이 있는 화학 
관련 제품, 식품산업 및 공공급식 관련 기기 등

2.2) 관세제도
러-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 동맹

• 2010년 1월부터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관세동맹 회원국들은 역외 제3국에 
대해서 자체 기준으로 상품군을 분류해 단일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일부 품목에 있어, 
단일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도 있으나, 2017년에는 전 제품에 있어 단일관세율 
적용을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하고 관세동맹 회원국 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자유무역체제와 관세동맹의 통합된 관세 특혜제도 하에 관세 특혜의 경우는 제외)

• 관세동맹국가 및 공통경제구역 회원국의 관세구역으로 수입되는 제품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계절관세를 적용할 수 있음. 계절관세의 유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관세는 수입관세 대신으로 이용됨

• 단일관세율은 관세의 단계적 확대와 효과적인 관세보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 
실제로 원자재는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완성품과 가공생산물은 가장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이것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로 필요한 원자재와 기계 
수입제품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동맹국가 및 공통경제구역 
회원국 내에서 제조업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완성품과 가공생산물의 
수입장벽을 만들어내고 있음

• 관세동맹 단일관세율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수입 제품의 과세 가격의 비율로 계산된 종가세
- 수입 제품의 단위로 계산된 종량세
- 혼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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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EU 창설과 새로운 관세동맹 결성
• 2015년 1월 1일부로, 기존의 러-카자흐스탄-벨라루스 3국 관세동맹을 더 발전시킨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창설되면서, 
러/카자흐스탄/벨라루스/키르기즈스탄/아르메니아 5개국이 실질적인 관세 동맹국을 
형성하고 있음. EAEU 회원국들은 세관 및 관세 규정의 분야에서 의사 결정 권한을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음

• 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 관세동맹위원회는 회원국의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 상품들에 대해 상시적 혹은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일시적 관세율 인상조치는 주로 과일류, 야채류 등 일부 식료품에 적용되고 있음. 
관세동맹 역내로 수입되는 축산·육류에 대해서는 관세쿼터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바, 
동 제도는 상품이 쿼터로 정해진 수입물량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는 규정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고, 쿼터를 초과해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함

• 특정상품의 대량수입이나 해당 상품의 수입조건으로 인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 및 산업부문에 금전적 손해가 야기된 경우, 이에 대해 특별보호조치·반덤핑 조치 
등을 취하고 있음. 또한, 벨라루스는 외국 정부 혹은 외국 정부 연합체가 대벨라루스 
수출상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벨라루스 기업 및 
산업부문에 금전적 손실을 야기했을 경우, 손해를 입은 자국 기업 및 산업부문에 대해 
보상조치를 취하고 있음

EAEU 회원국 관세 통합 움직임
• 2018년 1월 1일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5개 회원국 간 관세법이 통합되어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아직 완전한 단일 세율을 갖춘 통합체제로 바뀐 것은 아니며, 
여전히 일부 품목에서는 회원국마다 상호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EAEU 회원국 
간 완전한 관세율 통합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됨

2.3) 주요 비관세장벽
• (전 업종 및 품목) 정부조달-정부구매 시 외국기업 차별

-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외국기업 및 외국산 제품을 납품하려는 사업자들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조달 납품의 기회를 차단하는 정책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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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산 제품 우대정책
• (벨라루스 반독점부법 No.35) 동 법규 가운데 세부조항 중 벨라루스산 제품 우대정책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우대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조달 입찰에서 벨라루스산 제품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입찰에서 제시한 

가격의 15%를 감산한 가격으로 외국제품과 경쟁하고, 해당 벨라루스산 제품이 
낙찰되었을 경우 응찰자가 최초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동 법규에 따른 외국기업의 잠재적 피해) 이러한 법규로 인해 벨라루스 제품과 외국산 
제품이 같은 입찰 과정에서 경쟁할 경우 벨라루스산 제품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짐. 
더욱이, 벨라루스가 회원국으로 있는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의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제품도 일정 서류를 구비하면 벨라루스 제품과 
같이 국내산 제품으로 취급되어 입찰과정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됨

• (동 법규의 효력기간) 동 법규는 2017년 6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현재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 반독점부법 No.35 내에 벨라루스산 제품 우대정책 관련 조항은 2013년 6월 26일 

공표된 벨라루스 교역부법 No.14에 최초로 도입이 되었던 조항
- 2017년 6월 28일부터 반독점부에서 동 조항을 관리 감독 중
외국기업 입찰참여 제한 조치

• (벨라루스 각료회의법 No.206) 벨라루스 정부조달 시장에서 특정 상품(벨라루스 
각료회의법 No.206에 목록 수록)에 있어, EAEU 회원국(벨라루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아닌 국가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정부조달 
진행 과정에서 EAEU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응찰한 응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응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즉, EAEU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응찰하는 
입찰 참가자가 아예 없거나 1명일 경우에만 해외 원산지 제품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 적용 대상 상품 목록 : 쿠키, 크래커, 설탕, 초콜릿, 향신료, 실, 천, 섬유 제품, 로프, 

특정 유형의 옷, 질소, 산소, 규산염, 도료, 타이어, 침목, 모터, 엔진, 전선, 램프, 
오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트랙터, 제초기, 수확기, 자동차, 크레인, 가구, 
주사기 등 

• (동 법규에 따른 외국기업의 잠재적 피해) 적용 대상 품목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외국산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고,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류의 경우, 우리나라 제품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잠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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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법규의 효력기간) 동 법규는 2016년 3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현재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
(의약품) 현지 미등록 외국산 의약품 공공조달 납품 시 우리기업 차별

• 벨라루스에 미등록된 외국산 의약품을 벨라루스 보건부에 공공조달 납품할 때, 특정 
국가에 등록된 외국산 의약품에 한해서만 응찰 자격을 부여하도록 관련 근거 
개정(2019.4.3 발효)
- 문제는 국가를 특정하면서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고, 특정된 국가 가운데 

대한민국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임
  * (개정 전) ICH 회원국(EU/미국/캐나다/한국/일본/스위스/브라질/중국) 또는 러시아에 등록된 

의약품은 전자경매에 응찰할 수 있음
  * (개정 후) 오스트리아/미국/캐나다/스위스/일본/영국/아일랜드/독일/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 

/프랑스에 등록된 의약품만이 전자경매에 응찰할 수 있음
• 기존엔 대한민국에 등록된 의약품을 벨라루스 정부에서 조달 수입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보건부장관훈령에 의하면 한국 의약품은 미등록 약품 조달에 참여할 수 없음
- 우리나라 기업이 벨라루스에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을 벨라루스에 

등록시켜야 하는 반면, 미국/일본/독일 등 특정 국가들은 벨라루스에 등록시키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상태

- 벨라루스에 의약품을 등록할 경우, 통상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며, 등록비용 또한 
의약품 당 15천~20천 달러가 소요됨. 우리나라 중견/중소 제약사 입장에서는 진출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74)(대한민국/OECD) 1-2(IMF), 3-4(WB), 5-7(WHO), 8-13(WB)

74) 2020 벨라루스 진출전략, KOTRA, 2020





257





259

8. 국내외 의료기업 현지진출 사례 분석

제1절 해외 의료기업 현지 진출 사례

• Lok-Beta Pharmaceuticals
구분 내용

진출년도 ∙ 2017년 합작 투자로 인한 공장 건설
∙ 인도 국회의장은 2020년 내에 최소 3개의 제약공장 설립을 발표

업종 ∙ 제약 생산 공장

취급분야
∙ 의약품 및 소모성 의료기기. 암환자나 통증관리 환자용 항암제와 항생제 주입 

기기 등
∙ 현재 5개 약품 등록 진행중

진출방법 ∙ 합작투자 : 인도 Lok-Beta Pharmaceuticals와 Novalok, Belarusian 
Belmedpreparaty

• Minskintercaps  
구분 내용

진출년도 ∙ 2001년
업종 ∙ 제약 제조 회사

주요 품목 ∙ 제네릭(비타민, 미네랄 복합제, 심혈관 약물, 항알레르기 약물, 독감 및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약물, 위장제제 등

진출방법 ∙ 벨라루스-미국 벤처 합작회사(JV)
생산시설 ∙ 원자재 및 소모품의 출입 통제에서 상용 패키지의 완제품 검사까지 모든 단계 생산

∙ 직원수 : 330명
주소 등 ∙ https://www.mic.b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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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zhivaFarm
구분 내용

진출년도 ∙ 2016년 8월 생산 건설 착공
∙ 2018년 상업적 생산 개시

업종 ∙ 제약 생산 공장
취급분야 ∙ 제네릭 의약품

- 현재 시가보다 5~7배 저가로 암 및 간염과 같은 질병 치료 의약품
진출방법 ∙ 벨라루스-인도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 GlaxoSmithKline (영국계)
구분 내용

취급분야 ∙ 제약/헬스케어/백신 제조 및 판매
주요 품목 ∙ 전문의약품(뇌전증, 여드름, 항암제 등)
진출방법 ∙ 단독 진출

주소 등 ∙ https://www.gsk.com/en-gb/
∙ by.contact@gsk.com

• 제약·의약품 분야 글로벌기업들은 벨라루스와 합작법인인 형태와 규모가 큰 
글로벌기업인 Sanofi-aventis(독일), Novartis(스위스), Actavis(미국) 등처럼 
단독으로 진출한 형태가 있음. 이러한 외국계 제약사들은 생산시설을 건설하여 
의약품을 생산중이지만, 대부분은 단순 포장지만 현지에서 생산하고 핵심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R&D 시설도 없기에 전량 수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 단,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Made in Bellarus 브랜드가 되어 국가입찰 등에 유리하게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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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의료기업 현지 진출 사례

1. 분야별 주요 진출 사례
제약·의약품 분야

• 금청약품 
구분 내용

진출년도 ∙ 2018년
업종 ∙ 의약품 유통 및 판매

취급분야 ∙ 의약품 및 소모성 의료기기. 암환자나 통증관리 환자용 항암제와 항생제 주입 기기 등
∙ 현재 5개 약품 등록 진행중

진출형태 ∙ 현지 사무소. 입찰 시 법인명의로 참가를 하거나 등록 수행 인력 1명 유지 중(법적 
대리인 역할)

진출배경

∙ 2017년 말 긴급입찰 사업에 낙찰(LG화학 제품)되어 18년도부터 등록작업 진행 
및 현지 사무소 개소

∙ 벨라루스 시장을 보고 진출한 것은 아니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 
투르크멘 등 CIS 국가 및 러시아 시장을 보고 진출하였음. 시장 접근성 때문에 
벨라루스에 먼저 진출하였고, 올해 하반기부터 우크라이나, 조르지아 등 주변 국가로 
진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내년(2021년)으로 연기될 예정

금청약품이 본 
벨라루스
시장현황

∙ 인구 9백8십만으로 많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대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시장이 작음. 
가격은 아이템에 따라 다르며 가격경쟁력이 있는 편이나 시장 자체 규모가 크지 
않아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함

∙ 빈부 격차가 크지 않아서 고객 편차 적음. 기술력도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수한 
편임

∙ 러시아어가 매우 중요함. 영어로는 의사소통 안됨 
경쟁현황 ∙ 독일회사와 경쟁중이며, 유럽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있음

진출 시 고려사항
∙ 진출 전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현지 사정을 파악한 후 진출을 결정해야 함. 아직 

사회주의 경제가 많이 남아있어 외부에서 보는 것과 현지 사정이 예상과 많이 
다를 다고 느낄 것임

한국 정부에 대한 
요청사항

∙ 물류 지원 필요. 직항이 없어 이스탄불, 유럽 또는 러시아를 거쳐야 함. 기차를 
이용하더라도 수출입 양이 많지 않아 물류비도 비쌈.

∙ 코로나19 이후 물류비가 2.5배 정도 올라서 애를 먹고 있음
∙ 민간수요보다 정부 및 공공수요가 큰데 작년 공공조달 제한국으로 한국이 포함되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벨라루스 정부에 공식적 
요청 바람

주소 ∙ KOTRA 사무실 공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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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양약품 
구분 내용

진출년도 ∙ 2020년 5월

업종 ∙ 제약·의약품

취급분야 ∙ 코로나19 치료제 ‘슈펙트’ 임상시험

진출형태 ∙ 국산약을 활용한 코로나19 치료용 임상 시험을 러시아에서 수행하며, 효과가 
확인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판매

진출배경

∙ 러시아 1위 제약사 알팜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있는 11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슈펙트’를 투여할 계획임. 경증, 중증 환자 145명에게 투여한 뒤 효과를 
확인함. 임상 비용은 알팜에서 내고 일양약품은 슈펙트를 제공함. 효과가 확인되면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판매는 알팜이 맡고, 다른 나라는 일양약품이 판매함

∙ 임상 3상은 의약품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유럽 
등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다보니 임상 3상 진입을 결정하였으며, 러시아 당국은 
슈펙트의 시판 현황, 바이러스 사멸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임상 3상 
진입을 결정하였음

벨라루스
시장현황 ∙ 코로나19 치료제 전무한 상태

경쟁현황 ∙ 한국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시험이 진행된 것은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밖에 없으며, 러시아/벨라루스에는 처음 임상시험을 하는 상황임

진행현황
∙ 러시아 및 벨라루스의 11개 기관에서 145명의 경증, 중증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2주간 투약 후 슈펙트의 ‘치료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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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분야
• 메가젠

구분 내용

진출년도 ∙ 2016년

업종 ∙ 의료기기

취급분야
∙ 임플란트, 현재 약 30개의 주입시스템이 벨라루스에 등록되어 있음.

티나튬으로 만든 의료용 핀 없이, 보철물이 치아의 뼈에 직접 삽입된 기술(크라운)
- Xpeed 및 KnifeThread 나노 기술 사용

진출형태
∙ 딜러 형태(CIS 지역은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에만 지사가 있음). 메가젠 제품은 KANO라는 벨라루스 치과 진료소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음 

진출배경 ∙ 2006년에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고 세계 90여 개국에 등록되어 
수출하고 있음.

벨라루스
시장현황

∙ 벨라루스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2009년 처음 100만 달러를 넘어섰고, ‘17년에 
1,000만 달러를 넘었음. ‘18년 1,800만 달러를 수입하였고, ’19년에는 2,000만 
달러 이상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경쟁현황

∙ 메가젠 임플란트의 우수한 기술력, 합리적인 가격 등을 인정받아, ‘19년도 임플란트 
부분의 시장점유율 1위 차지

  - 높은 미적 특성, 모든 유형의 뼈 조직에 설치 가능. 드릴링없이 설치, 합리적인 
가격, 다양한 크기 범위, 뼈 보존, 심각한 금기 사항 및 후속 합병증 없음, 연조직의 
조기 치유

자료 : https://kano.by/blog/interesnoe/innovaczionnyie-sistemyi-implantaczii-mega-gen-
(yuzhnaya-koreya)/

https://kano.by/blog/interesnoe/innovaczionnyie-sistemyi-implantaczii-meg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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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분야 
• 선병원 

구분 내용

진출년도 ∙ 2015년

업종 ∙ 의료서비스

취급분야 ∙ 종합병원

진출형태 ∙ 국제 경쟁입찰 수주

진출배경
∙ 민스크시에 건립되는 가즈프롬 메디컬센터의 건립 컨설팅 및 위탁 운영. 

한국의료기관 최초로 유럽에 병원의료시스템 수출 진행
∙ 지방 민간 종합병원으로서 병영 경영 노하우만으로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해외진출

수행 업무

∙ 가즈프롬 메디칼센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기업인 러시아 가즈프롬사의 
벨라루스 법인이 발주한 사업으로, 벨라루스공화국 대통령령에 의해 복합건물 건설 
프로젝트의 하나로 설립되는 병원임

  - 병원, 호텔, 컨벤션, 쇼핑몰, 스포츠센터 등이 포함
  - 선병원은 메디컬센터의 컨설팅 및 위탁운영권을 따냈으며,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프리미엄급 종합병원임
  - 메디컬센터의 건립 단계부터 설계에 대한 디자인, 의료 장비 선정 및 관리, 

의료진 및 간호·행정 인력 교육, 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 수행, 병원 개원 후 2018년부터 10년간 위탁 운영 

벨라루스
시장현황

∙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 세계적인 병원 컨설팅 기업 및 유수 병원들이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경쟁해 오고 있으며, 본 사업의 경우도 국제 입찰 시 1차에 8개사, 
2차에서 5개사, 3차에서 2개사 선정 후 실사 방문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음

기대효과 ∙ 동유럽 및 CIS 국가의 환자 유치 등 병원수출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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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타 관련 분야 현지 진출 사례
1. 기타 관련 분야 진출 현황
1) ODA 및 국제협력 현황
• 한국의 벨라루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벨라루스에 대한 ODA는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부문이나 경제 SOC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사회 SOC부문 가운데에서도 통신 및 공공행정 분야는 2014~2015년 기간 동안 
벨라루스 ODA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음. 벨라루스에 제공하는 ODA는 모두 
무상원조로만 지원하고 있음

[그림 8-1] 한국의 對벨라루스 ODA 지원 추이
자료 :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지역연구: 라오스 및 벨라루스, 재인용

• 최근 한국의 ODA 지원 사례 
- ‘18년 6월 27일, 대한민국 정부가 벨라루스 5개 주 사회복지시설(국립참전용사· 

노동자요양소(민스크주), 카메네츠 사회복지센터(브레스트주), 주호비치 국립사회 
복지요양소(그로드노주), 두브로브노 국립사회복지센터(비쳅스크주), 로기쵸프 신경 
정신요양소(고멜주))에 이동 편의를 위한 미니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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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9월, ODA 사업을 통해 벨라루스 정부가 요청한 의료기기(재활운동기구, 
체외막 산소화 장치(ECMO), 영상내시경 시스템 두 대)를 벨라루스 의료기관인 
장애아동 재활센터와 장기조직이식연구소, 이비인후과 연구소 등에 전달하였으며, 
기타 의료용 소모품 등을 추가 전달하였음

2) 공공조달시장 현황 
• 벨라루스 의료기관의 90% 이상은 국영병원이며, 대부분의 의료장비는 공공조달 되고 

있음
- 국가 기관(지역 집행위원회, 민스크시 집행위원회 및 기타)은 중앙 집중식 조달이 

필요한 의료기기 목록을 설정
- 조달 주최자는 국가 단일 기업 ‘Belmedtechnika'와 그 자회사. 주최자는 조달 진행 

및 낙찰가 선정과 계약체결 담당
- 벨라루스 공공조달은 국내외 기업이 모두 참여 가능하나, 모든 문서는 벨라루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 또는 번역공증 되어야 함
- 입찰보증금 제도 운영: 응찰가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 예치 

필요(낙찰에서 떨어진 경우 반환됨)
- 벨라루스산 우대정책: 벨라루스산 제품의 입찰가격은 15% 감산해 외국산 제품과 

경쟁 
- 벨라루스와 EAEU 국가에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입찰이 제출된 경우 벨라루스의 

공개 조달 절차 참여할 수 없는 품목 : 의료/수술/치과 또는 수의용 가구 및 부품, 
오존/산소/에어로졸 요법/인공호흡장치, 초음파쇄석기, 신경자극장치, 마치 장비 및 
장치, 치과용 도구 및 기구, 약/수술/치과 또는 수의학에 사용되는 바늘이 있거나 
없는 주사기, 혈압측정장치 및 혈압계 등

<표 8-1> 조달정보 입수 가능 현지 공식 사이트
사이트 특징 비고

www.icetrade.by 공공조달 관련 공식 사이트, 조달 관련 공고가 게재되는 사이트

www.goszakupki.by
전자입찰 공식 사이트,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전자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전자서명 수취가 필요한데, 수수료는 
약 100달러이며, 외국기업의 경우 벨라루스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전자서명을 수취할 수 있음. 단, 대리인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해당 위임장은 번역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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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벨라루스 의료기기산업, KOTRA, 2019 및 기타 자료 활용

•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70%가 국영기업.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도록 관련 법률이 
정해져 있음. 공공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반독점규제 및 무역부’(Ministry 
of Antimonopoly Regulation and Trade)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약 
32.3억달러(2018년 기준)임, 국내총생산(GDP)의 약 6%  

<표 8-2> 벨라루스 공공조달시장 규모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조달시장 규모 백만 루블 6,546.65 6,579.51 2,913.60
조달시장 규모 백만 달러 3,388.89 3,230.63 1,375.18
조달입찰 건수 건 390,757 455,533 337,800

자료 : 벨라루스 반독점규제 및 무역부(http://mart.gov.by)75)

• 특히, 2013년부터 공공조달 건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 공공조달시장 통합에 따라 기존의 자국기업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웠던 
품목에서 러시아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조달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임

• 매년 수행되는 공공조달 입찰건수는 증가세, 예를 들어 2019년 상반기는 337,800건이 
수행되어 2018년 상반기 대비 44%가 증가함. 금액기준으로는 전체적인 수치에 큰 
변화가 없어 중소규모의 입찰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우리 중소기업이 
참여할 만한 중소규모의 입찰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 공공조달 입찰 방식은 크게 경쟁입찰과 수의계약(비경쟁입찰)로 나누며, 2019년 
상반기는 수의 계약이 55.8%(188,646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75) 벨라루스 공공조달 입찰절차, 최근 무엇이 바뀌었나, KOTRA, 김동묘 벨라루스 민스크무역관, 2019 인용 

사이트 특징 비고

www.bicotender.ru
러시아와 CIS 입찰 및 구매를 위한 가장 포괄적인 검색 사이트, 
러시아에서 운영
(https://www.bicotender.ru/region-field/2-belarus/105
4-medicinskoe-oborudovanie-obsluzhivanie-issledovani
y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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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벨라루스 공공조달 현황
자료 : 벨라루스 반독점규제 및 무역부(http://mart.gov.by)

• 2019년 7월 ‘벨라루스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No.419-Z' 개정안 발효. ‘국가조달 
관리시스템(GIAS)’를 통해 공공조달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음76)
- 기존에 운영되던 공공조달 관련 공식사이트(www.icetrade.by, www.goszakupki.by, 

http://zakupki.butb.by 등)의 정보를 모아 한곳에서 볼 수 있게 하였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동 사이트들을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가려 함

- 개정된 법률안에 의하면 공공 발주처는 구매계획 기안이 최종결재승인을 득하고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하기 전자거래플랫폼(ETP)들에 이를 등록해야 함

 - www.icetrade.by : 공공조달 관련 공식사이트, 조달 관련 공고가 게재
   * 40,000개 이상 기업 등록, 이중 5천개 이상이 39개국의 외국기업임
 - www.goszakupki.by : 전자입찰경매 공식사이트, 전체 전자입찰의 85%(35,000건) 차지
   * 28,000개 이상 기업 등록, 이중 3천개 이상이 39개국의 외국기업임
 - http://zakupki.butb.by : 전자입찰경매, 제안요청서(RFP방식), 공개경쟁입찰 참여 가능
 - 정부부처 홈페이지: 위의 전자입찰 공식 사이트 이외에도 각 소관 부처별로 조달 공고를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진행할 수 있음. 즉, 전자입찰이 아닌 오프라인로 진행되는 조달은 
소관 부처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가 공고됨

76) 해외조달관리포트, 조달청, 2019.12.9

0.6

(2.9%)

(55.8%)

1206

(0.4%)

(30.0%)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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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벨라루스 공공조달 시장은 벨라루스 국내외 기업 모두가 참여 가능함
- 공개 및 전자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전자디지털서명(EDS, Electronic Digital 

Signature) 수취가 필요한데, http://ca.ncmps.by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약 96달러임. 벨라루스 반독점규제 및 무역부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까지 
총 96,452개의 전자디지털서명이 발행되었으며, 이중 957개가 39개국의 외국 
기업임

- 외국기업의 경우 벨라루스 현지 대리인을 통해 전자서명을 수취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외국기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위임장은 러시아어 
번역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3) 주요 시사점
시사점 

• 벨라루스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규모의 입찰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만한 입찰이 많다고 사료됨
- 벨라루스 정부가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단기간 내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며, 이에 의약품(완제품/원료), 의료기기, 동물백신(완제품/원료), 
사료첨가제, 산업중간재 등 벨라루스 자국기업의 경쟁력이 미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특히 소비재․기계류 
등에 비해 의약품, 의료기기는 초기 진입장벽이 까다로운 반면, 엄격한 품질을 
요구하는 품목인 관계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비교적 우수한 편임

- 일례로 다국적기업에서 공급받던 고가 전문의약품을 구입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 
국제적으로 품질이 검증되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산 의약품의 수급을 희망하고 
있으며, 농축산분야의 경우 현지 생산이 되지 않는 백신/동물약품 및 현지 생산중인 
동물약품의 원료 구매를 희망하고 있음

• 한편 기존 러시아를 포함 EAEU국가의 인증을 취득했거나 제품등록을 마친 제품의 
경우 벨라루스 현지에 수출요건 및 구비서류가 상대적으로 간단해 비교적 쉽게 
단기간에 납품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특히 원부자재 및 원료의 경우 완제품에 비해 
수입시 요구되는 서류요건이 간단해 이러한 틈새시장의 초기진출이 용이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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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 공공조달 시장은 아직 우리기업들에게는 생소한 시장이지만, 조달 참여 가능 
분야를 보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리제품이 진입할 여지가 충분함.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나 경쟁력 우위를 보유한 제품 위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노린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임

• 한국 제약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의약품을 벨라루스에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벨라루스 제약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 이를 위해 벨라루스 보건부의 ‘의약품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에서 한국이 공공조달에 

참여 가능한 ‘특정국가’로 변경된다면, 벨라루스 정부는 보다 폭넓게 우수한 의약품을 
비교해볼 수 있고, 한국기업들은 벨라루스 진출과 투자에 큰 도움이 되어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벨라루스 보건부가 선정한 ‘특정국가’로 등록된 외국산 의약품만 보건부 공공조달 응찰 가능(가이드라인 
‘19.4 개정 시 한국은 제외됨)77) 

77) 벨라루스 보건부 장관 방한 면담,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사업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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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WOT 분석 및 전략적 방향
1. SWOT 분석
1) 제약·의약품 SWOT 분석

<표 9-1> 벨라루스 제약·의약품 시장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한국의 백신류에 대한 강점 및 선호도 증가1) 
[시장측면]

∙ 한국 제품이 유럽/미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음 [시장측면]

∙ 항암제, 항생제, 백신 등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유럽산 
의약품이 선점(아직은 한국산의 선호도가 낮음) 
[시장측면]

∙ 유럽/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북방 지역에 대한 
진출은 미약 [시장측면]

∙ 저가시장(중국, 인도 등), 고가시장(스위스, 독일, 
미국 등)의 중간 위치 [시장측면]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벨라루스는 제약 수출 허브 역할2) [시장측면]
∙ 의약품 시장규모 지속적으로 확대3) [시장측면]
∙ 전문의약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수입 일반 

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4) [시장측면]
∙ 현지 제약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현지 합작 

생산·신약기술 구매 등을 적극적으로 희망(최근 
선호도 높아짐) [시장측면]

∙ 정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백신, 
항암제의 수요가 많은 편임5) [시장측면]

∙ 국내기업의 신북방 3개국에 대한 진출의지는 높음 
[설문/인터뷰]

∙ 현지기업 생산 의약품 비율 확대, 자국산 의약품 
유통 확대6) [시장측면]

∙ 직항이 없어 러시아 등 타 국가 경유 등 물류비용 
부담 큼 [시장측면]

∙ 구 소련의 ‘세마쉬코
(Semashko)7) 모델’의 잔재 여전 [정책측면]

∙ 정부의 실질적 통제력 약화 [정책측면]
∙ ’특정국가’제외로 입찰 참가 제한8) [정책측면]
∙ 완제품 의약품 등록이 비교적 까다로와 등록/판매가 

미미한 수준임 [규제측면]
∙ 의약품 가격통제의 장벽이 존재 [규제측면]

1) 항암제 등 전문의약품 관련, 기존 유럽산 고가 제품보다 품질 우수, 가격 저렴. 백신, 항암제 등 
일부 한국산 의약품이 소개되면서 한국의 백신류에 대한 강점 및 선호도 증가

2) 벨라루스는 CEE지역 내 가장 큰 제약시장과의 근접성으로 제약 수출 허브 역할
3) 의약품 시장 규모 지속적으로 확대(현재 1.5%, ‘20년 이후 2% 성장 예상), 정부의 의료분야 지출  

완만한 증가세
4) 전문의약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입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5) 백신 수출과 관련, 현지 수입 관세율은 2%, 특기할 만한 수입규제는 없음. 백신, 항암제 등이 상당수  

정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사용되므로, 수요가 많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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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지기업 생산 의약품 비율 55%로 확대 계획, 최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자국산 의약품 유통을 
확대하고 있음

7) 니콜라이 알레산드로비치 세마쉬코(1874.9.8-1949.5.18)는 레닌과 만나 10월 혁명을 주도하고 
오랫동안 소련의 보건의료체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함. 따라서 소련보건의료체계 모형을 ‘세마쉬코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함. 포괄적인, 예방중심의, 고도의 중앙집권화된, 세금기반의, 무상치료제 방식의 
국영의료체계와 지방->중앙으로 이어지는 보건의료와 사업 전달체계, 병립형 보건의료체계 등이 
세마쉬코 모델의 특징

8) 전문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정부조달로 납품되는 구조이며, ‘19년 한국은 ’특정국가’에서 제외되어 입찰 
참가에 제한됨

2) 의료기기 SWOT 분석
<표 9-2> 벨라루스 의료기기 시장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한국산 치과기기 특히 임플란트 기술 우수성 인정, 

신뢰도 제고(‘19년 시장점유율 1위, 39.95%) 
[시장측면]

∙ 치과기기 외 다른 의료기기의 수출 실적은 저조 
[시장측면]

∙ 독일이 전체 수입시장의 15.1%를 차지, 한국은 
7위(4%)로 유럽산 제품이 강세1) [시장측면]

∙ 유럽/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북방 지역 진출 
미약 [시장측면]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23년 시장규모 5억 달러 예상2) [시장측면]
∙ 의료기기 시장, 치과기기 시장 대부분 수입에 의존, 

‘18년 의료기기 수입시장 약 3억2,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6% 성장3) [시장측면]

∙ 임플란트 시장의 급성장, 다른 치과장비 및 기기 
수출 증가4) [시장측면]

∙ 혈액분석 등 분석장비, 진단기기, 초진용 
초음파기기, 임플란트, 치과기자재 등 수요 증가. 
과거 구매 장비 교체 수요 시기 다가옴5) [시장측면]

∙ ‘20년 인공호흡기 세계 시장규모는 10억 달러로 
추정, 큰 성장 잠재력 있음. 인공호흡기 관련 기타 
시설, 인력 등 수요 증가6) [시장측면]

∙ 인증등록 간소화 기회 활용한 신속한 등록 및 시장 
선점 필요 [규제측면]

∙ 국내기업의 신북방 3개국에 대한 진출의지 높음 
[설문/인터뷰]

∙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쟁자들과 경쟁 [시장측면]

∙ 일부 치과기기(치과용 의자 등)에서 저가 중국산이 
시장점유율 1위로 올라섬 [시장측면]  

∙ 정부입찰의 경우 현지 공급업체에 가산점, 외국 
업체가 불리함 [정책측면]

∙ 19년 한국은 ‘특정국가’에서 제외되어 의료기기 
정부조달 입찰 참가에 제한됨 [정책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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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이 전체 수입시장의 15.1%를 차지, 그 뒤를 이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은 7위(4%)로 
유럽산 제품이 강세

2) 다년간 지속적으로 성장(연간 5%)하여 ‘23년에는 시장규모가 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3) 의료기기 시장 전체의 약 80%, 치과기기 시장은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 ‘18년 의료기기 수입시장은 

약 3억2,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6% 성장
4) 임플란트 시장의 급성장(최근 10년 만에 시장규모가 10개 가까이 성장), 다른 치과장비 및 기기의 수출이 

증가
5) 혈액분석 등 분석장비, 진단기기, 초진용 초음파기기 등 수요 증가. 임플란트, 치과기자재 등 수요 증가. 

과거 구매했던 장비(영상진단기기) 등의 교체 수요 시기 다가옴
6) 인공호흡기 시장의 연간 규모는 10억 달러로 추정, 큰 성장 잠재력 있음. 코로나19 등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시설 확충, 과학자 및 개인 생산자 통한 공급 확대, 인공호흡기의 유지 관리 전문가 
양성 등 수요 급증

3) 디지털헬스케어 SWOT 분석
<표 9-3> 벨라루스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인정, 한국 시술 

접목 및 자문 요청1) [시장측면]
∙ 한국기업 진출사례 없음 [시장측면]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CIS 지역 및 인근 동유럽 국가 중 가장 IT산업 

잠재성이 높음 [시장측면]
∙ 기존 의료서비스에 디지털헬스케어 접목하거나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 증가, 
특히 코로나 19이후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전환 속도 
가속화 예상2) [시장측면]

∙ 제품의 단독진출 보다는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한 
진출 추진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시장측면]

∙ 빅데이터 개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래픽 이미지 
분석, 원격의료 개발 등에 관심, 우수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 수요 증대 [시장측면]

∙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의지는 강함, 시민의 
보건의료시스템 혁신 필요 요구 강함 [정책측면]

∙ 국내기업의 신북방 3개국에 대한 진출의지는 높음 
[설문/인터뷰]

∙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시장형성 미흡 [시장측면]
∙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마련 미흡 

[정책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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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ealth System Modernization Project' 추진 시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인정, 한국 
시술 접목 및 자문 요청

2) 최근 자국의 보건의료서비스 문제점(의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의료서비스에 디지털헬스케어를 접목하거나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증가, 특히 
코로나 19이후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전환 속도 가속화 예상 

4) 의료서비스 SWOT 분석
<표 9-4> 벨라루스 의료서비스 시장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15년 대전선병원 진출, 병원건립 및 운영 컨설팅 

노하우 전수 등 경험 有 [시장측면]
∙ 유럽/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북방 지역에 대한 

진출은 미약 [시장측면]
∙ 실질적으로 국내 병원의 상업적 규모의 진출 사례는 

부족함 [시장측면]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의료서비스 시장 매출‘18년 3억7천7백만 달러로 
매년 증가 추세. 자발적의료보험 시장 매출 크게 
증가 [시장측면] 

∙ 의사, 간호사수 부족 → 공공협력 및 지원을 위한 
의사/간호사 파견, 지원 등에 대한 수요 증가1) 
[시장측면]

∙ 한국 의료기술 우수성, 한류의 영향 등 (의료)관광 
상품 수요 증가2) [시장측면]

∙ 국내기업의 신북방 3개국에 대한 진출의지는 높음. 
의료서비스의 경우 아시아지역에 이어서 
신북방지역에 대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았음 
[설문/인터뷰]

∙ 공공병원, 소아과, 성인클리닉 대부분 국영이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 의료기관 수 최적화로 매년 
감소 추세 [시장측면]

∙ 멜라루스 자체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아 타 국 환자 
국내 유치, 자국 환자 해외 치료 비중 높지 않음 
[시장측면]

∙ 언어 장벽 높음. 러시아어가 필수적이며, 영어를 
잘하는 의료인이 많지 않음 [시장측면]

Ÿ

1) 의료산업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 간호사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됨. 낮은 급여수준으로 인한 
해외 고용, 활동분야 변경으로 의료 자격 상실 등
→ 공공협력 및 지원을 위한 의사/간호사 파견, 지원 등에 대한 수요 증가

2)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한 좋은 평판,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의료)관광 상품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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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방향 도출
1) 종합 Cross SWOT 분석

[그림 9-1] 벨라루스 종합 Cross SWOT 분석

2) 전략적 방향 분석
SO 전략 관점

• 수출호조 제품, 수출유망제품 발굴 및 수출 확대 연계
- 현재 벨라루스 공화국 내에서 수출 성과가 좋은 제품을 확인, 향후 유망한 제품을 

발굴하여 실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전략 수립 필요 
- ‘19년부터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임플란트 시장과 이와 관련 있는 치과 

의료기기, 기타 의료기기 시장을 함께 공략하여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함
• 정부조달 사업 입찰 적극적 참여 및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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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를 반영하여 정부조달 입찰에 적극 참여한다면, 
최대한 낮은 가격을 중요시하는 벨라루스 정부조달 현황을 감안할 때 품질까지 
우수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각 기업은 정부조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부는 조달 관련 여러 제약 조건들을 해결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 있음

ST 전략 관점
• 가격규제 회피, 등록 간소화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국가적 협력체계 강화

- ‘19년‘특정국가’제외로 인하여 정부조달 입찰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정부간 
협력과 최근의 한국 정부 및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자생한방병원 등)의 
학문적/기술적/제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신속히 ‘특정국가’에 포함되도록 지원

• 현지 진출 시 재정 및 금융지원 제도 확대
- 벨라루스 주변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물류 거점을 확보, 기업들의 

벨라루스 진출 시 큰 제약사항인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조달 입찰 시 자국 기업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현황을 감안할 때, 

합작법인의 설립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현지 법인과 합작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지원

WO 전략 관점
• 旣 진출 기업, 현지 공공기관(공화국 과학 및 실습센터 등)과 협력하여 시장 정보 수집, 

공유
-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과의 경제외교협력을 강화하여 의무건강보험 제도와 연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우선 공략 추진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지원정책 필요
- 인증등록 간소화 기회 활용(CE와 FDA 동시 보유 시)

- (기존)의료기기 등록 기간 : 180일~1년 이상의 시간, 소요비용 : 2만 달러 이상
- (변경) 2020년 8월 23일부터(2020년 5월 23일 법령 개정)는 CE와 FDA를 모두 보유한 

기업은 등록기간이 30일로 줄어들고 등록비용도 절반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따라서 그간 인증등록이라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시장접근이 다소 꺼려졌었다면 이번 인증등록 
간소화 시행을 기회삼아 발빠르게 벨라루스 인증등록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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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만이 가진 한의학 치료 등 경쟁력 높은 분야로의 진출 모색
  * 참고 :‘19년 1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러시아/벨라루스 의료진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 교육 실시. 기본적인 한의학 이론 수업, 치료법 실습으로 강의 구성. 한방 대표 수기요법인 
추나요법, 동작침법, 봉·약침, SJS 무저항요법, 여성질환 치료 등 포함

• 현지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가격경쟁력 확보
- 시장 정보 공유 가능한 플랫폼 구축하여 현지에서 거래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가격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WT 전략 관점
•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기업 제약사항 극복

- 물류비 개선, 등록절차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벨라루스와 합작회사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음. 벨라루스 또는 인접 러시아 지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물류 기지를 확보할 필요 있음

- 경쟁국가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현지 공동 A/S 센터 등 한국제품 A/S 체제 
확보를 통한 시장 진출 확대 필요

- 수출 중심의 진출 형태를 벗어나 현지 수입상 및 현지 제조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판로 다변화 추진 필요. OEM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현지 전시회 등 참가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 적정 파트너 선정 지원
- 다양한 현지 전시회 참가를 통한 적극적인 네트워킹 및 마케팅/홍보 활동 전개 필요
- 이를 위한 현지 시장정보, 공공조달, 전시회 및 홍보활동, 파트너 정보 등이 모두 

포함된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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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벨라루스 보건의료 시장 진출 전략

1. 벨라루스 진출 전략모델
• 벨라루스 진출 전략모델 수립을 위해 미션과 비전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도출하였음

- 미션 : 본 연구의 목적으로부터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핵심 키워드를 
조합하여 미션의 기본 방향을 정의하였음. 이에 따라 정의된 미션은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수출·현지진출 확대로 對벨라루스 산업경쟁력 강화’ 임

- 비전 :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Environment) 분석, 
인터뷰 및 설문 내용, 규제사항, 진출 사례 등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핵심 키워드를 조합하여 비전의 기본 방향을 정의하였음. 이에 따라 정의된 
비전은 ‘국가간 상호협력체계 기반 의료산업 경쟁력 차별화’ 임 

[그림 10-1] 미션/비전 방향 설정의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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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 SWOT으로부터 도출된 진출전략 모델은 아래와 같음

[그림 10-2] 벨라루스 진출전략 모델

• 미션, 비전, 진출전략 모델을 토대로 진출전략 체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음

[그림 10-3] 벨라루스 진출전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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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벨라루스 진출 전략과제 상세
1) Ⅰ. 국가간 협력기반 개선
• 첫 번째 과제인 ‘국가간 협력기반 개선’은 정책/규정 등 제약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도모하여 다양한 제약조건을 개선,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의 상호 진출에 대한 협력의지 및 한국에 대하여 정책 혜택/규제 

간소화에 대한 벨라루스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함이 전제조건임 
• 첫 번째 전략과제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10-1> 전략과제 상세 Ⅰ

전략방향 : Ⅰ. 국가간 협력기반 개선

추진방향
∙ 정책/규정 등 제약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도모하여 다양한 
제약조건을 개선,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 여건 마련

전제조건및 고려사항
∙ 양국간의 상호 진출에 대한 협력 의지
∙ 정책 혜택/규제 간소화에 대한 벨 정부 

의지
전략과제 주요 내용전략과제 이행과제

Ⅰ.1 
범부처 협력을 

통한 對벨라루스 
의료협력 체계 구축

1) 의료분야 ODA 사업 확대
∙ 對벨라루스 ODA사업은 주로 사회 간접자본이나 

경제 SOC에 집중
∙ 최근의 의료분야 사업은 미니버스, 재활운동기구 

제공 등 소규모 지원에 한정
2) 한국 기업에 대한 인증, 

등록, 규제 등 다양한 
제약조건 개선 노력

∙ ‘특정국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 
요청

3) 등록절차 간소화 정보 홍보 
및 공유

∙ ‘20.8.23 이후 CE, FDA 보유 기업의 등록기간 
단축(30일), 비용 절감

∙ 제약사 및 의료기기 기업 대상 교육 및 홍보

4) 정부 조달 입찰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벨라루스 공공입찰 플랫폼과 연계, 실시간 
입찰정보 및 입찰 성공 사례 공유

  - 기업 : 입찰참여, 긴급입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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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 현지 맞춤 제품 경쟁력 강화
• 두 번째 과제인 ‘현지 맞춤 제품 경쟁력 강화’는 수출 호조 제품의 경우 수출 애로사항 

지원, 현지 수요 파악하여 수출 유망 제품 발굴, 원활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현지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여야 하며, 한국 제품, 한류에 대한 
선호도 제고가 전제조건임 

• 두 번째 전략과제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기관 : 플랫폼 구축
∙ 입찰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정보 제공

Ⅰ.2 
종합재정지원제도 

구축

1) 주변국 물류 거점 확보 및 
비용 지원

∙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주변국 물류 거점 
확보(메가젠 등 사례 참조)

∙ 코로나19로 물류비 2배 이상 상승, 해결방안 필요

2) 현지 합작회사 설립 시 
금융지원

∙ 중소기업이 현지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금융지원 및 정부 보증(대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시장 협소)

3) 진출 실패, 손해발생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적절한 
보상 및 보증제도 개발

∙ 다양한 진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실패보험, 손실보상 및 보증제도 개발 및 운영

4) K-Medical 펀드 조성을 
통한 실질적인 진출금융 
제공

∙ 정부차원의 보건의료 전문펀드 설립을 통하여 
사업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진출금융(저리대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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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 전략과제 상세 Ⅱ
전략방향 : Ⅱ. 현지 맞춤 제품 경쟁력 강화

추진방향
∙ 수출호조 제품의 경우 수출 

애로사항 지원. 현지 수요 파악하여 
수출 유망 제품 발굴, 원활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전제조건
및 

고려사항
∙ 현지의 실질적인 수요 파악 필요
∙ 한국 제품, 한류에 대한 선호도 제고

전략과제 주요 내용전략과제 이행과제

Ⅱ.1 현지 수요 
반영한 제품 개발 및 
수출 유망 제품 공급

1) 수출 호조 제품 수출 
애로사항 접수, 지원

∙ 수출 호조 제품
  - 백신류/항암제(금청약품 등)
  - 치과기기 中 임플란트 관련 기기 (메가젠 등)
∙ 제품 보유 기업과 지속적 커뮤니 케이션

2) 수출 유망 제품 발굴 및 수출 
지원

∙ 수출 유망 제품
  - 인공호흡기 관련 기기, 시설, 

인력 등
  - 빅데이터/인공지능/원격의료
  - 의료관광(성형 등)
∙ 현지 보건부/공공기관으로부터 수요 파악, 

시장성 분석, 대상 기업 모색, 기업 연계

Ⅱ.2 한류 기반 
온라인 마케팅 활동 

강화

1)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한 
적극 지원

∙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지원
  - 의료 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 (KOHES) 활용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진출 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 (중기청)

2) 한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추진

∙ 현지의 한류 인지도 조사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한류 문화 및 초청 인사 선정(홍보 
동영상 제작)

∙ 온라인을 중심으로 오프라인과 결합된 행사 추진

3)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신북방 지역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여 한국 

제품 홍보
  - 각 국가별 수요 반영, 맞춤형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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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Ⅲ. 현지 친화형 진출모델 다양화
• 세 번째 과제인 ‘현지 친화형 진출모델 다양화’는 현지 수요에 적합한 기업 발굴,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협력/제휴 모델을 구축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시장현황/조달정보/전시회/파트너 현황 등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대응 등 비대면 플랫폼 통한 교류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조건임 

• 세 번째 전략과제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10-3> 전략과제 상세 Ⅲ

전략방향 : Ⅲ. 현지 친화형 진출모델 다양화

추진방향
∙ 현지 수요에 적합한 기업 발굴,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협력/제휴 
모델 구축

전제조건및 고려사항

∙ 시장현황/조달정보/전시회/파트너현황 
등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필요

∙ 코로나19 대응 등 비대면 플랫폼 통한 
교류

전략과제 주요 내용전략과제 이행과제

Ⅲ.1 공공부문 수요 
파악 및 진출 기회 

확보

1) 공공기관 협력 수요 파악 및 
국내 기업 연계

∙ 양국간 우수 기술/제도 교류
  - 의료보험 수가제(국민건강보험 공단) 등
∙ 협력 수요 대상 기업 연계

(Coreline Soft, Higen
Healthcare, IRM 등)

∙ 공공 수요 의사/간호사 파견/ 
지원 등

2) 대학/연구기관 협력 
수요파악 및 국내 기업 연계

∙ 양국간 우수 기술 교류
∙ 대학 간 인턴제 활용

Ⅲ.2 현지 전시회 
참여 지원, 

정기적인 교류회 
개최

1) 현지 전시회 참가 시 홍보 
지원

∙ 전시회 정보 공유플랫폼 구축
  - 보건의료 관련 회의/컨퍼런스 /전시회, 세미나 

공유
  - ‘Medelectronics 2020’ 등 국제 회의/전시회 

직접 참가 및 화상 상담회 개최
∙ 참여 기업 참가비, 기타 비용, 통역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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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Ⅳ. 차별화된 시장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네 번째 과제인 ‘차별화된 시장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은 현지 시장 정보 수집 및 공유 

플랫폼을 통해 旣진출기업 및 진출 추진 중인 기업에게 차별화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정보 공유에 대한 지적소유권 등 정보보호가 필요하며, 기업이 실질적인 
시장정보 제공 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네 번째 전략과제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10-4> 전략과제 상세 Ⅳ

전략방향 : Ⅳ. 차별화된 시장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2) 정기적인 교류회, 세미나 
개최

∙ 보건의료 관련 한·벨라루스 교류회 및 세미나 
정례화

Ⅲ.3 현지 협력 
파트너 확보 강화

1) 다양한 채널 통한 적정 
파트너 발굴

∙ 한국 기업 홍보 플랫폼 구축(전시회 플랫폼 통합)
∙ 현지 기업 매칭 지원

2) 현지 협력 파트너와의 
정기적인 현장상담회 운영

∙ 보건 의료 분야별 발굴된 우선 협력 파트너를 
중심으로 국내기업과의 정기적인 현장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및 운영(화상상담회 병행)

추진방향
∙ 현지 시장 정보 수집 및 공유 플랫폼 

통해 旣진출기업 및 진출 추진 중인 
기업에게 차별화된 시장 정보 제공

전제조건및 고려사항
∙ 정보 공유에 대한 지적소유권 등 정보보호
∙ 시장정보 제공 시 적절한 보상

전략과제 주요 내용전략과제 이행과제

Ⅳ.1 
쌍방향 현지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1) 旣진출기업, 현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장정보 수집

∙ 旣 진출기업으로부터 실질적인 시장 정보 획득 
(적절한 보상 부여)

∙ 현지 공공기관과의 공식적, 주기 적인 
커뮤니케이션

∙ 현지 한국대사관, KOTRA를 활용한 보건의료 
시장 조사 지원(전문 컨설팅 업체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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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 현지 기업 정보 공유 및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필요

∙ 기존 정보제공 플랫폼과의 연동 운영

3) EU의 디지털헬스케어 
지원사업 활용

∙ EU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벨라루스 의료 현대화를 
위해 한국이 기술 이전 또는 제품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 제공

Ⅳ.2 
맞춤형 정보조사 

역량 강화

1) 체계적인 국내기업의 
진출관련 수요조사 역량 
확보

∙ 벨라루스 진출 관련 관심기업의 지속적인 발굴
∙ 대상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 조사 및 분석

2) 민관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조사 조직 운영

∙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공동으로 관심분야별 시장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

∙ 이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조사 실시 및 자료화

3) 언어 장벽 해결 ∙ 러시아어, 벨라루스어 가능 인력 필수, 통역 
지원(영어로 의사소통 안되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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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벨라루스 진출 전략과제 평가
1) 공통/국가별 과제 구분 및 우선순위 평가
• 본 연구를 통해 신북방 서부권 3개국(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이 공통으로 

수행가능한 과제와 국가별 개별과제를 구분하였음 
- 공통과제 : Ⅰ.2 종합재정지원제도 구축 

Ⅳ.1 쌍방향 현지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 벨라루스 개별과제 : Ⅰ.1 범부처 협력을 통한 對벨라루스 의료협력 체계 구축

Ⅱ.1 현지 수요 반영한 제품 개발 및 수출 유망 제품 공급
Ⅱ.2 한류 기반 온라인 미케팅 활동 강화
Ⅲ.1 공공부문 수요 파악 및 진출 기회 확보
Ⅲ.2 현지 전시회 참여 지원, 정기적인 교류회 개최
Ⅲ.3 현지 협력 파트너 확보 강화
Ⅳ.2 맞춤형 정보조사 역량 강화

• 공통과제에 대하여 중요도, 성과 달성도, 실행가능성,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면 ‘종합재정지원제도 구축’이 우선순위가 있음

[그림 10-4] 공통/국가별 과제 구분 및 공통 과제 우선순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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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에서는 ‘범부처 협력을 통한 對벨라루스 
의료협력체계 구축’과 ‘현지 협력 파트너 확보 강화’ 과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0-5] 국가별 과제 우선순위 평가

- 핵심 추진과제(최고 우선순위 과제)
∙ Ⅰ.1 범부처 협력을 통한 對벨라루스 의료협력 체계 구축
∙ Ⅲ.3 현지 협력 파트너 확보 강화

- 우선 추진과제(차순위 우선순위 과제)
∙ Ⅲ.1 공공부문 수요 파악 및 진출 기회 확보
∙ Ⅱ.1 현지 수요 반영한 제품개발 및 수출 유망 제품 공급
∙ Ⅳ.2 맞춤형 정보 조사 역량 강화

- 선택적 추진과제
∙ Ⅲ.2 현지 전시회 참여 지원, 정기적인 교류회 개최
∙ Ⅱ.2 한류 기반 온라인 마케팅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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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국가별 과제 실행 단계
• 우크라이나/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 3개국 공통과제의 세부 실행단계는 아래와 같음

- Ⅰ. 종합재정지원제도 구축
∙ Step 1 : 진출 실패, 손해발생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적절한 보상 및 보증제도 

개발(‘20년 하반기~‘21년 하반기)
∙ Step 2 : K-Medical 펀드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진출금융 제공

(‘20년 하반기~‘24년 하반기)
∙ Step 3 : 성과분석/사후관리(‘23년 상반기~‘24년 하반기)

- Ⅱ. 쌍방향 현지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 Step 1 : 품목등록한 한국 제품에 대한 DB 구축(‘20년 하반기~‘22년 하반기)
∙ Step 2 : 한·우크라이나/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 간 거래 형태별 DB 구축

(‘21년 상반기~‘22년 하반기)
∙ Step 3 : 쌍방향 현지 의료정보 플랫폼 설계 및 구축

(‘21년 상반기~‘22년 하반기)
∙ Step 4 : 플랫폼 기반 우크라이나/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 현지 기업 DB 제공

(‘22년 상반기~‘24년 하반기)
∙ Step 5 :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22년 상반기~‘24년 하반기)
∙ Step 6 : 성과분석/사후관리(‘23년 상반기~‘24년 하반기)

[그림 10-6] 공통과제 실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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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라루스 7개 국가별 과제의 세부 실행단계는 아래와 같음
- Ⅰ.1 범부처 협력을 통한 對벨라루스 의료협력 체계 구축

∙ Step 1 : ‘특정국가’ 제외 사유 해결(‘20년 하반기~‘21년 상반기)
∙ Step 2 : 의료분야 ODA, 의료보험 등 선진제도 교류 확대 

(‘21년 상반기~‘21년 하반기)
∙ Step 3 : 정부조달 입찰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21년 하반기~‘22년 하반기)

- Ⅲ.3 현지 협력 파트너 확보 강화
∙ Step 1 : 한국 기업 홍보 강화(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집중)

(‘20년 하반기~‘21년 하반기)
∙ Step 2 : 현지 파트너 매칭 지원 (‘21년 상반기~‘21년 하반기)
∙ Step 3 : 현지 파트너와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지원

(‘21년 하반기~‘22년 하반기)
- Ⅱ.1 현지 수요 반영한 제품개발 및 수출 유망 제품 공급

∙ Step 1 : 수출 호조 제품 애로사항 접수, 지원 창구 개설
(‘21년 상반기~‘21년 하반기)

∙ Step 2 : 수출 유망 제품 발굴을 위한 수요 조사(‘21년 하반기~‘22년 하반기) 
∙ Step 3 : 수출 확대 지원(‘22년 상반기~‘23년 상반기)

- Ⅲ.1 공공부문 수요 파악 및 진출 기회 확보
∙ Step 1 : 양국간 우수 기술/제도 교류 확대(‘21년 하반기~‘22년 하반기)
∙ Step 2 : 대학/연구기관 협력 수요 파악 및 국내 기업 연계

(‘21년 하반기~‘22년 하반기)
- Ⅳ.2 맞춤형 정보 조사 역량 강화

∙ Step 1 : 체계적 정보 조사 조직 구성(‘21년 상반기)
∙ Step 2 : 국내 기업의 진출 관련 수요 조사, 결과 공유

(‘21년 하반기~‘22년 하반기) 
- Ⅱ.2 한류 기반 온라인 마케팅 활동 강화 

∙ Step 1 : 한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추진
(‘22년 상반기~‘2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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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온라인 플랫폼 구축(신북방 지역 통합 플랫폼)
(‘22년 하반기~‘23년 하반기) 

- Ⅲ.2 현지 전시회 참여 지원, 정기적인 교류회 개최
∙ Step 1 : 전시회 공유 플랫폼 구축(‘21년 하반기~‘23년 하반기) 
∙ Step 2 : 신북방 지역 정보 수집 조직 구성(‘21 하반기) 
∙ Step 3 : 정기적 교류회, 세미나 개최(‘22년 상반기~‘24년 하반기) 

[그림 10-7] 국가별 과제 실행단계





297





299

11. 벨라루스 종합의견
좁고, 제한적이지만 기회가 있는 시장 
• 벨라루스 공화국 자체로는 인구 9백5십만 명의 협소한 시장이지만, 벨라루스로의 

진출은 주변의 CEE, 러시아, CIS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기 때문임
• 그러나, 舊 소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최근에도 대통령의 장기 집권 및 독재, 

불법 선거 의혹 등으로 정치적, 외교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어 적극적, 시급하게 진출을 
모색해야 하는 국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또한 직항이 없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의 
인접국가를 거쳐 접근해야 하므로 물류비의 부담도 큰 제약사항이 있음 

• 대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아직은 시장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현재는 금청약품과 같은 
소규모의 무역 전문 기업이 정부 조달 사업에 입찰하여 지속적으로 벨라루스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거나, 전시회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현지의 무역상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 현재 벨라루스 정부는 우수한 IT분야 기술을 의료분야에도 적용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인증, 등록, 정부조달 사업 수주에도 유리하므로,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 합작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수출호조 제품 지원, 수출유망제품 발굴을 통해 수출 확대 연계
• 제약·의약품 분야의 경우 백신류, 항암제에 대한 공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 및 관심도가 상승하고 있음.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임플란트 기기 등을 
중심으로 관련 치과기기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공호흡기 관련 
휴대용기기/설비/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래픽이미지 분석, 원격의료 
개발 등이 수출 유망하며, 이에 대한 벨라루스 정부 수요가 있으며 한국의 관련 기업과 
협력을 요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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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병원 설립 등 직접 진출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병원운영 
컨설팅, 건강보험제도 등 우수 제도와 성형/한의학 등의 의료기술 전파, 공공을 
목적으로 의사/간호사의 파견 등의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이러한 분야를 
통해서 한국으로의 (의료)관광 상품도 전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 정부는 한국기업의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벨라루스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한국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함

정부조달 참여 지원
• 벨라루스 정부조달 입찰에서 벨라루스산 제품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입찰에서 

제시한 가격의 15%를 감산한 가격으로 외국제품과 경쟁하는 등 자국산 제품을 
우대하는 경향이 매우 큼. 이에 따라 정부조달 입찰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현지 
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 현지 법인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함

• 미등록 외국산 의약품 공공조달 납품 시 ‘특정국가’에 등록된 외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만 
응찰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법 개정(2019.4.3. 발효)으로 한국은 응찰 기회가 매우 
제한됨. 한국 정부차원에서 제외된 원인을 확인하고, 한국이 ‘특정국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교적 협력이 필요함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등록은 통상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며, 등록비용도 비싼 
편으로 한국의 중견/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 큰 편임. 최근 법 개정(2020.8.23.)으로 
CE와 FDA를 모두 보유한 기업은 등록기간이 30일로 줄어들고, 등록비용도 절반이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인증등록간소화 시행을 기회삼아 많은 제품의 
인증등록을 통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벨라루스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극 
홍보가 필요함



301





303

12. 아제르바이잔 시장 현황 및 전망

제1절 정치·경제·사회 등 일반 개황 
요약

[일반 현황]
 - 총 인구 1,013만명(’20년 통계청)
 - 면적866만ha, 세계 112위
[정치현황]
 - 대통령제(임기 7년), ’25년4월 차기 대선 예정 
 - 단원제(125석, 임기 5년), ’20년. 11 월 차기 총선 예정
[경제현황]
 - ’16년 -3.8% 침체에서 회복하여 ’20년 3.5%로 경제성장률 회복 예상
 - 석유와 가스 부문이 외국인 투자의 중점 분야이나, 비석유부문인 농업, 교통, 관광, 정보 

및 통신 기술 분야 등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희망
 - 회사 설립은 비교적 용이하며 투자자 보호도 유연한 편임

1. 국가 일반사항
•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서쪽에 위치해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이자 석유 매장량 70억 배럴에 천연가스 매장량 1269억㎥의 자원 부국임. 지난 
2016년 ‘경제발전 전략 로드맵’을 바탕으로 석유화학·농업·의료 분야 등을 육성하며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 중. 이로 인해 대한민국과 협력 수요가 큰 신북방정책의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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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개황 
<표 12-1> 아제르바이잔 개황

구분 내용
국 명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The Republic of Azerbaijan)
총면적 86,600㎢ (한반도의 40%, 대한민국의 87%)
인 구 10,019,575명 (2019. 7. 1 가준)
민 족 아제르바이잔인 (91%), 레즈기인 (2%), 러시아인 (1.3%), 기타 2.4% 
언 어 아제르바이잔어 (공용어 ), 러시아어 (통용어 )
종 교 이슬람교 96%(시아 85%, 수니 15%), 러시아 정교 2.5% 등

통화단위 Manat / 마 낫 (1달러 =1.7 마 낫 )
수 도 바쿠 (Baku) / 약 230 만 명 * 실제로는 400 만 명 거주 추산
기 후 건조(중서부)·아열대(남부)·대륙성(북부)
시 차 한국시각 -5시간

독립기념일 1991. 10. 18
정부형태 대통령제(임기 7년), 2025. 4월 차기 대선 예정 

의 회 단원제(125석, 임기 5년), 2020. 11 월 차기 총선 예정
자료 : 2020 국별진출전략(KOTRA)

2. 정치적 현황  
대내적으로는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중심의 안정적인 정치 환경 지속이 예상되나 
대외적으로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 장기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함.

국내 정치환경 
• 헤이다르 가문(家門) 중심의 안정적인 정치 환경 지속 예상
• 아제르바이잔의 국부(國父)로 여겨지는 ‘헤이다르 알리예프’ 대통령 집권(1993~2003년) 

이후, 아들인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4선째 대통령직을 수행 
중임
- 2018년 4월 11일 대선에서 86.02% 찬성으로 당선
- 2016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임기는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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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기 극복 및 경제발전을 일군 ‘알리예프’ 가문에 대한 장년층의 지지와 강력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치안 상황을 구가하고 있으며, 야권의 힘이 미약해 
단기적으로 큰 정치적인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현지 중론임 

대외 정치환경 
• 국경을 접하는 5개국 중, 조지아 및 터키와는 에너지 수송망 구축 등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러시아 및 이란에 대해서는 선린 친선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르메니아에 대해서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로 분쟁 관계에 있어 경제봉쇄 정책 
등 적대관계에 있음.

•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 장기화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
-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아제르바이잔 영토의 약 20%)은 아제르바이잔 영토이나, 

아르메니아가 침공하여 점령, 약 100만 명의 난민 발생
<대한민국의 입장>
• 2006년 및 2007년 양국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2006.5.) 및 공동성명 

(2007.4.)을 발표함. 양국은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권 및 영토 보존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와 OSCE 리스본 정상회의의 세 가지 원칙에 주목함.
아제르바이잔 정치 약사 

<표 12-2> 아제르바이잔 정치 약사
년도 주요내용

1991.10.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탄생
1992.3. 인근국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전쟁 돌입
1992.6. 전쟁 중 집권한 민족주의자 엘치베이의 국내외 정책 실패로 혼란 가중

1993.6.
알리예프는 해당년 10월 단독 출마한 大選에서 98.9% 지지로 대통령 당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서방의 석유 메이저와 석유 /가스 개발 계약을 체결해 경제 성장의 토대 
마련

2003.10. 헤이다르 알리예프의 아들인 일함 알리예프가 집권, 아버지 정부의 국가발전 주요 정책을 
그대로 계승

2003.12. 헤이다르 알리예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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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8.9)

3. 경제적 현황
• 전형적인 자원의존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 중이며, 

높은 빈부격차로 가격에 매우 민감한 시장임. 현지에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좋은 
인식으로 수출 확대 및 프로젝트 수주 확대가 가능한 시장임 

• 2020년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비석유 부문의 발전, 국가의 지속적인 개혁과 인프라 
투자로 3%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유럽으로 안정적인 가스 수출을 
위한 남부가스회랑(Southern Gas Corridor) 사업 완공으로 경제 반등 기대.
주요 경제지표

<표 12-3> 주요 경제지표

년도 주요내용
2005.11. 총선에서 일부 선거부정 논란이 있었으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신아제르 

바이잔당 (YAP) 이 승리
2008.10. 대선에서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재선에 성공
2009.3.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알리예프 대통령의 장기 집권 토대 마련
2010.11 총선에서 신아제르바이잔당 (YAP) 압승

YAP 72석, 친여 무소속 41석, 군소정당 12석 차지
2013.10. 대선에서 84.54% 이상의 득표율로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3선에 성공
2015.11. 임기 5년의 단원제 (직선 125석 ) (2015.11. 총선에서 압승 )

여당 : 신아제르바이잔黨 (YAP) 71석 획득
2018.4 대선에서 86.3% 이상의 득표율로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4선에 성공. 임기는 7년

주요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명 9.4 9.5 9.6 9.7 9.8 9.9 10.0 10.2 

명목 GDP 십억 달러 74.16 75.24 50.84 37.81 40.67 45.48 48.03 48.64 
1인당 

명목GDP 달러 7,977,4 7,990,8 5,561.5 3,928.6 4,198.5  4,780.1 n/a n/a 
실질성장률 % 5.8 2.8 1.1 -3.8 0.1 1.4 3.3 3.5

실업률 % n/a n/a n/a 5 4.9 4.9 5.4 n/a 
소비자물
가상승률 % 2.4 1.4 4.0 12.4 12.9 2.3 3.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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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아제르바이잔 통계청(인구,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재정수지), 세계은행(실질성장률), 국제노동기구 (실업률),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 (총수출입, 무역수지, 경상수지, 환율, 해외직적투자), UNCTAD(외국인직접투자)

경제환경 
• 석유와 가스 부문이 외국인 투자의 중점 분야이나,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비석유 부문인 

농업, 교통, 관광, 정보 및 통신 기술 분야 등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희망함(2020 
국별진출전략(KOTRA))

• GDP 및 정부재정 
2020년 GDP 완연한 성장 및 투자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 전망

• 국민 소득 
캅카스 3개국 중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

• 공공부채 
2020년을 기점으로 공공부채의 비율이 줄어들 전망

• 관광수지 
정부의 관광 산업 발전 목표에 따라 관광객 수 증가 추세

• 외국인 직접투자 
비석유 부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

주요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정수지

(GDP대비) % 0.6 -0.5 -1.2 -0.4 -1.6 -0.4 n/a n/a 
총수출 백만달러 23,975.4 21,828.6 12,729.14 13,457.6 15,320.0 19,458.63 19,400.0 n/a 

(對韓 수출) 백만달러 34.35 0.01 0.04 0.12 0.21 0.12 n/a n/a
총수입 백만달러 10,712.5 9,187.7 9,216.7 8,489.1 8,783.3 11,465.0 11,200.0 n/a 

(對韓 수입) 백만달러 229.29 186.27 133.95 72.05 85.41 226.4 n/a n/a
무역수지 백만달러 13,262.9 12,640.9 3,512.4 4,968.5 6,536.7 7,993.6 8,200.0 n/a 

환율
(연평균)

현지국/
US$ 0.785  0.785 1.559 1.5972 1.7205 1.7000 1.7000 1.7000

해외
직접투자 억달러 1.48 2.21 3.3 2.6 2.6 1.8 4.41 n/a 
외국인

직접투자 억 달러  26.32 44.30 40.48 45 28.67 14.03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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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환경 
• 비즈니스 환경

순위 대폭 상승했으나, 통관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세계은행이 “2019 Doing Business”에서 발표한 아제르바이잔의 기업환경평가에서 

25위를 기록해 2017년 65위, 2018년 57위에서 대폭 상승
• 회사 설립은 비교적 용이하며 투자자 보호도 유연한 편임 : 현지 관공서(Asan 

Center)를 통해 법인, 지사 설립이 단기간 내 가능
<표 12-4> 아제르바이잔 기업환경평가

평가지표 순위 평가지표 순위
Starting a business 9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2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61 Paying taxes 28
Getting electricity 74 Trading across borders 84

Registering property 17 Enforcing contracts 40
Getting credit 22 Resolving insolvency 45

자료 : 세계은행, 2019 Doing business

주요 산업 현황
• 주요 수출품 : 원유 및 천연가스(총수출의 90%), 농작물 등
• 주요수입품 : 기계장비, 식료품, 금속, 석유화학 장비, 자동차 등 (2018년 기준)
• 자동차 분야

2018년 1월 관세율 상향 조정 이후 완성차 수출 보합세
- 아제르바이잔은 거의 모든 차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로 신차에서 중고차, 

고가에서 저가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차종을 수입하고 있음
- 자국 내 해외 자동차사의 차량을 조립･ 생산하는 공장이 3개 있으나 생산량은 미약함
- 우리나라 차량의 시장 판매 비중은 신차 판매 기준 약 15%로 추산됨
- 2018년 1월부터 차량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상향 조정되어 한국산 승용차 수입량은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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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제약 분야
비석유 부문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제약산업 지원 확대
- 경제 다변화를 목표로 외국 기술 협력을 통한 제약(의약) 분야 육성 중

• 화장품 분야
현지 화장품 시장 꾸준히 확대 중
- 주요 소비층인 여성들의 화장품 구매 품목이 다양해지고 남성들도 조금씩 화장품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등 화장품 소비는 증가 추세
- 아제르바이잔에는 자국 화장품 업체가 1개사밖에 없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식품 분야
농업 연계 식품산업 육성 강력 추진 중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경제 다변화 측면에서 농업과 관련된 식품산업을 주요 

발전대상으로 인식하고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농산물 가공 기계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관련 과일 건조 기계류 수출사례가 

있음

대외 교역 현황
• 최근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제조업 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육성보다는 기존 자원을 

활용해 단시간 내 개발이 가능한 석유화학, 농업 산업과 수입 수요가 큰 의약(제약) 
분야에서 육성 정책을 추진 중임(아제르바이잔 통계청(‘18.8월))

• 교역량(‘18) : 308억 불(수출 : 194억 불, 수입 : 114억 불)
- 주요 수출품 : 원유 및 가스 등 천연자원, 농산물, 금속 및 금속 제품, 보석류, 

가공식품, 플라스틱류 등
- 주요 수출국 : 이탈리아(32%), 터키(9.8%), 이스라엘(4.6%), 러시아(4.2%), 체코 

(4.0%)
- 주요수입품 : 기계류와 장비, 금속 제품, 화학 제품, 가공식품, 운송장비, 농산물 
- 주요 수입국 : 러시아(17.7%), 터키(14.5%), 중국(9.7%), 미국(8.2%) 

• 제약·의약품
- 의약품의 98%를 외국에서 수입
- 2017년 수입 규모 2억 114만 달러
- 2016년 수입 규모 1억 6646만 달러
- 약 150개 의약품 유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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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입국 및 수출국 현황
• 최대 수입국은 러시아와 터키로 이들 국가에서의 수입이 총수입의 32.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음. 러시아와 터키와는 국경을 접해 운송기일이 짧고 생산되는 제품 
가격 역시 저렴해 산업재에서 소비재까지 거의 모든 품목이 수입되고 있음.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로 2017년에만 총 44억 달러가 수출됨. 이는 총수출의 약 32%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이탈리아로 대량의 석유‧가스가 수출되고 있음 

<표 12-5> 해외 수입국 현황(2015~2017) (단위 : USD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5 년 2016 년 2017 년 

 비중  비중  비중
- 합계 9,216.7 100.0 8,532.4 100.0 8,782.0 100.0
1 러시아 1437.9 15.6 1641.8 19.2 1,554.2 17.7
2 터키 1171.3 12.7 1181.5 13.8 1,273.7 14.5
3 중국 511.9 5.6 703.9 8.2 854.5 9.7
4 미국 847.3 9.2 471.5 5.5 720.5 8.2
5 우크라이나 309.6 3.4 286.8 3.3 459.9 5.2
6 독일 689.9 7.5 390.4 4.6 443.6 5.0
7 이탈리아 587.7 6.4 332.1 3.9 318.6 3.6
8 이란 90.4 1.0 171.5 2.0 240.2 2.7
9 영국 553.3 6.0 495.2 5.8 239.8 2.7
10 브라질 119.7 1.3 161.9 1.9 172.4 1.9

일본 558.0 6.1 282.6 3.3 170.3 1.9
- 한국 133.9

(12 위 ) 1.5 72.0
(20 위 ) 0.8 85.3

(20 위 ) 0.9
자료 : 2020 국별 진출전략, 아제르바이잔, Kotra

<표 12-6> 해외 수출국 현황(2015~2017)  (단위 : USD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5 년 2016 년 2017 년 
 비중  비중  비중

- 합계 12,729.1 100.0 13,457.8 100.0 13,811.6 100.0
1 이탈리아 2,254.3 17.7 4,333.7 32.2 4,406.4 31.9
2 터키 1,477.2 11.6 1,185.6 8.8 1,366.3 9.8
3 이스라엘 801.5 6.3 664.1 4.9 638.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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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2020 국별 진출전략, 아제르바이잔, Kotra

• 전체적인 대외 교역현황을 사진으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2-1] 아제르바이잔 대외 교역현황 

순위 국가명 2015 년 2016 년 2017 년 
 비중  비중  비중

4 러시아 417.7 3.2 409.2 3.0 587.0 4.2
5 체코 549.5 4.3 214.3 1.5 556.8 4.0
6 캐나다 223.7 1.7 98.1 0.7 534.2 3.8
7 조지아 496.1 3.9 416.6 3.1 471.3 3.4
8 인도네시아 477.8 3.7 77.4 0.5 465.1 3.3
9 독일 1,223.9 9.6 610.8 4.5 450.4 3.2
10 포루투칼 368.8 2.9 331.2 2.4 446.3 3.2
11 중국 53.1 0.4 382.0 2.8 443.8 3.2
44 일본 0.87 0.01 31.7 0.2 4.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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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및 규제 현황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비석유 산업 육성 및 철도 인프라를 구축함. 한국과는 
이중과세방지조약을 2009년에 체결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 없음. 석유･ 가스 이외에 수출품이 다양하지 않고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어 
자유 무역협정 체결에 적극적이지 않음(2020 아제르바이잔 진출전략(KOTRA))

주요 보건의료 지표
<표 12-7> 주요 보건의료 지표

구분 아제르바이잔 한국 OECD 평균

건강수준

기대수명(년) 72.69세 
(2017년) 82.4 80.8

출생률(1,000명당) 16.96 1.2 -

영아사망률(출생아 천명당) 19.2
(2018년) 2.8 3.9

보건의료자원
의사 수(1,000명당) 3.5 2.3 3.4
병상 수 (1,000명당) 4.7 12.0 4.7

보건의료비용
GDP 중 보건의료비 지출(%) 6.7

(2017년) 7.3 8.9
1인당 보건의료 지출

(USD PPP)
$276

(2017년) $2,688 $3,936
자료 : OECD Health Data 2018 (2016년 기준), World Bank, CIA World Fact Book, WHO Data

정책 현황
•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비석유 산업 육성 및 철도 인프라 구축

- 석유화학, 농업,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육성 추진
- 물류 허브 중심국* 도약을 위해 BTB 철도 완공, 남북 연결 철도 등의 굵직굵직한 

철도 신규건설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임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무기, 테러 등과 관련된 제품 이외에 특별하게 수입을 제한하는 

제품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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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안정을 위해 해외국가별로 의약품 수입가격을 통제하고 있음
- 2015년 6월부터 아제르바이잔 물가위원회 시행령 4호에 따라 국가별 의약품 

가격제를 시행 중임
- 해외국가들을 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해당 그룹에 책정된 가격으로 국가별 의약품 

수입가격을 적용하는 정책임

자유무역협정
• CIS 국가와 무관세 적용 중이며 터키와 체결을 준비 중

- 아제르바이잔은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에 소극적인 편이며 아직 WTO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임

- 아제르바이잔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2019년 8월 기준 CIS 
10개국으로 해당국으로 수출 또는 수입되는 대부분 제품에 무관세가 적용 중

• 최대 우방국인 터키와는 아제르바이잔-터키 간에 ‘특혜무역협정’(Agreement on 
preferential trade)을 추진 중으로 체결 시 상호 수입 물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

<표 12-8> 자유무역협정 체결국가 현황
순서 체결국 체결일 순서 체결국 체결일

1 러시아 1992.9.30 2 몰도바 1995.5.26
3 우크라이나 1995.7.28 4 조지아 1996.3.8
5 투르크메니스탄 1996.3.18 6 우즈베키스탄 1996.5.27
7 카자흐스탄 1997.6.10 8 라지키스탄 1997.8.13
9 키즈키르키스탄 2004.1.12 10 벨라루스 2004.3.31

자료 : 2020 국별 진출전략, 아제르바이잔,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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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과의 경제 교류 
• 양국간 국교 수립 : ‘92.3.13

신북방정책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목)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보건의료, ICT‧전자정부, 농업, 개발 협력 등 
협력사업을 논의함. ‘06년부터 개최했던 경제협력위원회를 ’16년에 경제 공동위로 
격상하여 개최한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회의로서 新북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음(산업부, 2020. 2. 5.)
• 플랜트 건설 분야

- 우리 기업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산업, ICT, 개발 협력,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

• 보건의료분야
- 국내 제약기업의 아제르바이잔 진출을 위해 규제 개선을 요청

• 에너지 분야 
- ‘19년 체결된 양국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개발 협력 분야 확대 
- 플랜트 외 ICT, 보건․의료, 농업, 문화 등 양국 간 협력 분야 다변화

• 기타분야
- 양국 농업 연구기관 간 협력, 대학 간 교수·학생교환 프로그램, 폐기물·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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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건산업 시장 현황 및 규모
요약

<표 12-9> 제약·의약품 분야 요약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 정부 예측에 따르면, ‘17년 제약 제품 생산은 475.6 
천 마나트(약 285천달러) 로 예상되며 ‘16년에 
비해 생산량은 197.5 천 마나트(약 118,500달러) 
증가 할 것임

∙ 20-’21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의약품 생산량은 
각각 80.8 백만 마나트(Manat)(약 48.5백만 달러) 
및 80.9 백만 마나트(Manat)(약 48.54백만 
달러)의 양으로 계획되어 있음

∙ ‘19 -‘21년에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3개의 
제약회사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지어질 것이며, 이 
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는 1,700만 달러로 추산되기 
때문임

∙ 정식 등록 유통되는 의약품 약 4,800여 개, 그 
중 자국산 의약품 1,500여 개로 대부분 제네릭 
의약품

∙ 벨 정부는 ‘20년에 현지 생산 의약품 비율을 
5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현지 등록 절차도 
까다로워 수출이 쉽지는 않은 상황임

∙ 전문의약품은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 대부분 
국공립인 중대형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쓰이므로 
정부조달 비중 큼
- 최대한 낮은 가격 조달 필요, 한국은 
‘특정국가’에서 제외되어 입찰 참여에 제한중임. 
이에 대한 조치 필요

∙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발기부전제, 면역증강제 
등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

주요 수입 동향 유망 수출 품목
∙ 현재 연간 6~7억달러 수입, CEE지역 내 가장 큰 

제약 시장과의 근접성으로 수출 허브로 자리매김
∙ 항암제, 항생제, 백신 등 전문의약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 유럽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 완제품 의약품 수출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 높은 
등록비용 등으로 한국은 등록/판매는 미미한 
수준임

∙ ‘백신류’가 수출 유망함. 상당수가 정부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사용되므로 꾸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제약·의약품 분야
1) 시장 규모 및 시장 동향

시장 규모 
• 2017년 해외 의약품(HS Code 3004)의 수입 규모는 2억1114만 달러를 기록(전년 

대비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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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현지 경제위기로 수입량이 감소했으나 2017년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임(2016년 1억6646만 달러 수입).

• 2018년 1~6월 수입액 1억1336만 달러를 기록
-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18년 총 수입액은 전년보다 7% 증가한 2억2600만 달러를 

기록할 그것으로 전망되었음
• 2019년 총 2억 6,900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

- 1억 5,819만 톤의 의약품을 수입하여 전년 대비 2% 감소함
• 주요 수입국

터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국가의 비중이 크며 우크라이나 수입도 많은 
편임(2019년 기준). 

<표 12-10> 최근 3년간 HS Code 3004 수입 동향

시장 동향  
• Interfax-Azerbaijan이 발표한 정부 예측에 따르면, 2017년 제약 제품 생산은 약 

475.6천 마나트(약 285천 달러)로, 이는 2016년에 비해 약 197.5천 마나트(약 
118,500달러)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8년에는 약 95.2천 마나트(약 
57,120달러) 2019년에는 약 4,700마나트로 제약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2020-2021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의약품 생산량은 각각 80.8 백만 마나트(Manat) 
(약 48.5백만 달러) 및 80.9 백만 마나트(Manat)(약 48.54백만 달러)의 양으로 
계획되어 있음
- 2019-2021년에 약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3개의 제약회사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지어질 것이며, 이 공장 건설에 대한 투자는 1,700만 달러로 추산됨.

구분 2016 2017 2018.1~6
금액 16,646.4 21,114.4 11,336.1

증감률 -29 27 -46
자료 : 아제르바이잔 바쿠 무역관, Kotra(201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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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현지 유통구조
시장구조 특성

• 현지 제약회사의 낮은 경쟁력으로 대부분 의약품을 수입하며 총 의약품 시장 수요의 
약 98%를 해외 의약품이 차지함(아제르바이잔 바쿠 무역관(2018. 11. 2))

• 시장 수요가 많다 보니 현지에는 약 150개의 의약품 수입유통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의약품 인허가에 대한 노하우와 현지 정부와의 탄탄한 네트워크 및 병원, 약국 유통 
체인점으로의 탄탄한 판매망을 형성하고 있는 상위 의약품 수입유통상을 통한 시장 
진출이 효과적임.

• 아제르바이잔 의약품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 등록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수입 
의약품 가격 통제라는 장벽이 존재하나 현지에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인지도가 좋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시장을 노크할 필요가 있음

• 아제르바이잔 제약 의약품 시장의 구성을 보면,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알약이 34%, 
파우더, 캡슐이 11%, 크림, 젤, 연고, 도포제, 기름, 샴푸가 6%, 시럽이 4%, 드롭액이 
4%, 과립이 3%, 용액이 3%, 에멀션이 2%, 스프레이, 에어로졸이 2%, 보조품 2%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AZERBAIJAN PHARMACEUTICALS MARKET, azpromo(Azerbaizan Export & 
Investment Promotion Foundation), 2016 

[그림 12-2] 아제르바이잔 제약ž의약품 시장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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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지 기업  
• 현재 의료기기, 의약품 관련 한국진출기업은 없는 상황임
<표 12-11> 의약품 관련 주요 현지 기업

의약품 수입 유통 구조
• 아제르바이잔 의약품 시장에는 100개사 정도의 수입 바이어가 있으나 상위 10개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들은 의약품을 수입해 병원, 약국 등에 제품을 
공급함. 일부 대형 바이어는 약국 또는 병원을 직접 보유하기도 함. 의약품 제품의 
유통구조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수입상, 현지 제조업체, 도매상 및 유통망, 정부기관, 
병원, 약국 등의 순서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

기업명 주소 웹페이지 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
아브로메드 
컴퍼니 CJSC

아제르바이잔, 바쿠, 
니자미 압둘라예프 

str. 47
http://avromed.

az/
Vefa.Qasimova
@avromed.az

+99412 514 55 
77 (88) (int.120)

수입 이사 : 바파 
카시모바 (여) 

자이툰 
제약 회사

나리마노프 지역, 
알리야르 알리예프 
거리 8, 아제르바이잔, 

바쿠
http://www.ze
ytunpharma.az/

+994 12 424 24 
44

: rtarana.
huseynova@zey
tunpharma.az

- 마케팅 매니저 : 
타라나 후세이노바 

(여자 )

아제임드 
LLC

아마드 라자블리 
str.1/5, 나리마노프 

지구, 바쿠, 
아제르바이잔

www.zeferan.az
:.+99412 310 
0862 (내선 

1350)
eldaniz.hasanov
@azerimed.com

BD&조달 매니저 : 
엘다즈 하사노프 

(남 )

"파샤 -K" 
제약회사 

AZ1027, 바쿠, 
아제르바이잔, 

지 고속도로 44
www.pasha-k.az  +9912 571 

0000
murtuz.aliyev@

pasha-k.az
사업전략기획부 
Department : 

무르투즈 
알리예프 (남)

화 올드 팜 
AZ1073, 바쿠, 
아제르바이잔 

Kutkashenly str. 
507-511 알테스 

플라자, 타워 Θ, 2 층

http://www.
altesgroup.com
/en/nur_pharm

/about/

+9912 448 00 
55 Fagan.Askerov

@altesgroup.com
사업개발매니저 : 
파간 아스케로프 

(남)

자료 : 아제르바이잔 현지 조사자료(2020.4)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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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TRA 바쿠 무역관

[그림 12-3] 아제르바이잔 의약품 수입 유통 구조 

자료: 2019 FY Azerbaizan Pharmaceutical Country Report, UPHARMA, 2020

대표적인 대형 바이어 현황
• 대표적인 대형 의약품 수입상 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Avromed(www.avermed.com)
Zeytun(www/azytunpahrma.az)
Azerfarm(www.azerfarm.az)
Azerimed(www.azerimed.com)
HD Co.ltd(www.hb-med.com) 등이 있음.

http://www.avermed.com
http://www.azerfarm.az
http://www.azeri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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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바이어들은 한국산 의약품을 수입했거나 수입 중인 바이어로 한국제품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음.
-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나 가격경쟁력을 보다 

갖췄으면 하는 의견이 많음
• 2015년부터 현지 정부가 해외 국가별 의약품 수입가격 고정제를 시행함. 

- 의약품 수입가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자 바이어들이 마진을 남기기 위해 해외 
수출자에 낮은 공급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짐

3) 주요 제약·의약품 수입 동향
독일, 미국 등의 글로벌 제약사의 의약품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인도 등 신흥국의 
의약품까지 거의 모든 제품이 유통 중임. 아제르바이잔에 수입되는 의약품 목수는 
3500~3700개에 이르고, 저가제품은 터키·러시아·우크라이나·인도·헝가리 등에서 
수입되며, 고가 제품은 스위스·독일·이탈리아 등이 주요 공급국임.

최근 3년간 의약품 수입 동향  
• 가장 수입이 많은 제품 : HS Code 3004.90 의약품

- 총 수입액은 2016년 14억7000만 달러, 2017년 17억 달러, 2018년 1~6월 
9억2000만 달러를 차지

- 2017년 기준 수입 상위 5개국은 터키, 독일, 스위스, 프랑스, 러시아임. 2018년 
상반기 기준 수입 상위 5개국은 스위스, 터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음.

- 한국산 의약품의 경우 2017년 174만 달러 규모를 수입(수입 상위국 22위), 2018년 
상반기에는 84만 달러를 수입 

• 두 번째로 수입이 많은 제품 : HS Code 3004.20
- 2017년 기준 총 12억7000만 달러가 수입됨. 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터키, 

네덜란드가 수요 수입국임.
- 한국은 20위를 차지했으며 2018년 1~6월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음. 

• 세 번째로 수입이 많은 제품 : HS Code 3004.50
- 주요 수입국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터키 순임



321

<표 12-12> 아제르바이잔 의약품 상위 5개국 수입현황(2017년 기준)
HS Code 3004.10 3004.20 3004.31 3004.32

국가명 
(금액 )

중국 (114.67)
러시아 (69.51)

UK (53.98)
터키 (32.53)

슬로베니아 (28) 
한국산 수입 없음 .

러시아 (227.04)
벨라루스 (160,95)

중국 (109.51)
터키 (91.76)

네덜란드 (85.54)
한국 (8.35)

독일 (136.12)
USA (122.23)
덴마크 (82.15)
프랑스 (31.74)
인도 (0.059)

한국산 수입 없음 .

벨기에 (204.69)
프랑스 (47.02)
핀란드 (37.85)

슬로베니아 (37.31)
우크라이나 (28.97)
한국산 수입 없음 .

HS Code 3004.39 3004.40 3004.50 3004.90

국가명 
(금액 )

독일 (108.77)
네덜란드 (69.34)
이탈리아 (44.50)

인도 (30.55)
러시아 (19.51)

한국산 수입 없음 .

러시아 (72.31)
우크라이나 (31.7)

헝가리 (30.79)
벨라루스 (20.56)

인도 (17.41)
한국산 수입 없음 .

우크라이나 (141.35)
독일 (126.4)

프랑스 (114.46)
러시아 (107.55)

터키 (77.08)
한국 (68.03)

터키 (2,150.59)
독일 (1,545.62)

스위스 (1,471.98)
프랑스 (1,364.42)
러시아 (1,125.83)

한국 (173.63)
자료 : 2020 국별 진출전략, 아제르바이잔, Kotra

<표 12-13> 아제르바이잔 의약품 상위 5개국 수입현황(2018년 1~6월)
HS Code 3004.10 3004.20 3004.31 3004.32

국가명 
(금액 )

UK (27.04)
러시아 (21.67)

네덜란드 (14.78)
슬로베니아 (12.47)

몰도바 (10.35)
한국산 수입 없음 .

벨라루스 (110.76)
터키 (105.71)
러시아 (90.79)

네덜란드 (50.65)
우크라이나 (34.88)
한국산 수입 없음 .

USA (156.44)
덴마크 (87.59)
프랑스 (36.65)
독일 (35.12)

우크라이나 (1.09)
한국산 수입 없음 .

벨기에 (50.67)
프랑스 (13.01)

슬로베니아 (12.33)
폴란드 (7.62)
핀란드 (7.58)

한국산 수입 없음 .
HS Code 3004.39 3004.40 3004.50 3004.90

국가명 
(금액 )

네덜란드 (40.36)
이탈리아 (30.23)

독일 (26.55)
UK (11.91)
터키 (9.26)

한국산 수입 없음 .

러시아 (8.53)
이탈리아 (4.77)

우크라이나 (4.55)
인도 (3.45)

벨라루스 (3.32)
한국산 수입 없음 .

독일 (96.33)
우크라이나 (64.72)

터키 (56)
러시아 (50.06)
프랑스 (46.17)

한국 (6.6)

스위스 (1,444.48)
터키 (11.17)
독일 (887.25)

프랑스 (654.13)
이탈리아 (495.87)

한국 (83.87)
자료 : 2020 국별 진출전략, 아제르바이잔,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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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망 수출품목 검토  
• 2017년 기준 한국은 HS Code 3004.20, 3004.50, 3004.90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아제르바이잔에 수출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크지 않음. 
• 조지아를 통한 우회 수출을 합산할 경우 수출액은 2~3배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아제르바이잔 시장은 인구 900만의 작은 시장이며 한국과의 원거리 및 항구가 없어 

물류 비용부담이 큰 나라로 알려져 있음
• 단, 의약품의 경우 부피가 작아서 물류에 따른 비용부담이 적으며, 또한 수입 관세가 

0%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진출 여건이 좋은 편임

2. 의료기기 분야
요약

<표 12-14> 의료기기 분야 요약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억5천만 달러로 추산됨
∙ 경제침체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건강 

관심 증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및 민간 
의료 부문의 투자 증가 예상

∙ 품질이나 인지도보다는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정부 입찰에는 저가격대의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민간병원은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고가 
의료기기 구매력을 갖추고 있음

∙ ‘16년도 정부의 의료 부문 예산은 745백만 
마나트(496백만 달러)로 전체예산의 4.6%를 점유

∙ 전체 병원 수는 556개, 국립병원 약 50%, 
무료국립보건소 30%, 사립병원 20% 차지

주요 수입 동향 유망 수출 품목
∙ 경제위기로 의료기기 수입량은 감소했으나, 자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없어 전량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있음

∙ 수입국으로는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터키 순임. 한국은 일부 품목에서는 수입국 순위 
8~10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아직 유럽국가보다 
시장 점유율은 낮음.

∙ 초음파 스캐너, 심전도, X선 장비, 실험실 분석기, 
전자 수술 장치, 내시경, 부인과 기기 및 가전제품, 
카테터, 배수구 및 기타 소모품이 수요가 많음

∙ 현재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러시아, 터키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의료기기 시장은 작지만 성장하고 
있음



323

1) 시장 규모 및 시장 동향
시장 규모  

• 인구 950만 명의 아제르바이잔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1억5천만 달러로 추산됨
• 경제침체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나 국민들의 건강 관심 증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및 민간 의료 부문의 투자 증가 예상 

시장 동향  
• 경제위기로 과거에 비해 의료기기 수입량은 감소했으나, 자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없어 

전량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있음
• 주요 수입국으로는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터키 순임

- 한국의 경우 일부 품목에서는 수입국 순위 8~10위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아직 
유럽국가보다 시장 점유율은 낮음.

2)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현지 유통구조
시장구조 특성  

• 품질이나 인지도보다는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정부 입찰에는 저가격대의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비교적 큰 민간병원은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고가 의료기기 구매력을 갖추고 

있음
• 2016년도 정부의 의료 부문 예산은 745백만 마나트(496백만 달러)로 전체예산의 

4.6%를 점유
• 전체 병원 수는 556개, 국립병원 약 50%, 무료국립보건소 30%, 사립병원 20% 차지

    * 수년째 정부의 투자는 정체 상태이며 2015년부터 정부재정 부족으로 투자가 부진한 상황 

주요 현지 기업  
• 아제르바이잔에는 의료 장비의 국내 생산은 거의 없는 편이며,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은 

의료기기 투자를 위한 훌륭한 시장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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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 산업의 개혁은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대대적인 재건으로 이어졌음. 
• 아직 첨단 의료기기가 부족해 최근 국공립 및 개인병원 등의 개원이 늘어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의료기기 수입량도 회복될 그것으로 예상함. 
• 아제르바이잔으로 의료 장비를 수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현지 의료 장비 

생산이 없기 때문에 외국 브랜드가 시장에 침투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줌.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 브랜드가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현지 시장에 쉽게 
침투할 수 있음. 

의료기기 수입 유통 구조  
• 민간 및 주립 병원, 클리닉, 의료 센터의 수를 고려하여 이러한 지역 회사 / 수입 / 

유통 업체는 자신의 일반 고객과 직접 협력함. 
- 주립 병원, 클리닉은 입찰을 통해 의료 장비를 구입함

• 입찰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보건부의 혁신 및 공급 부서임. 모든 공공병원, 클리닉 
및 기타 의료시설에서 필요한 장비 목록을 받고 자체 조달 계획 및 예산에 맞게 조정하고 
입찰을 발표함. 
- 한국 기업이 정부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현지 의료 장비 공급업체를 통해 

일하는 것이 좋음
- 외국 기업은 현지 회사를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민간병원과 클리닉은 

제조업체 또는 현지 회사에서 의료 장비를 구입함. 
- 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 조달은 의료 장비,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의 3대 분야 내에서 

일반적으로 봄에 1년에 한 번 중앙 집중식으로 수행함. 
• 한국 공급업체는 양질의 의료 장비/기기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함

- 아시아와 유럽 브랜드 모두 아제르바이잔에서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는 아제르바이잔 시장의 가격 책정을 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 문서 준비, 통관 및 인증에 대한 주 당국과의 거래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어려운 과정임. 
한국 기업들은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일할 것을 강력히 권장함. 

• 현지에서의 의료기기 유통구조는 다음과 같음. 크게 현지 수입상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경우와, 병원이나 클리닉, 의료센터, 실험실 등에서 직접 수입하는 
2가지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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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IS지역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Global Market Report 16-014, Kotra, 2016
[그림 12-4] 아제르바이잔 의료기기 유통 구조 

대표적인 대형 바이어 현황  
• 혈압측정기

혈압측정기 수입은 현지 수입바이어(도매상)가 수입하여 소매상 또는 약국 체인점에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통 구조임. 대규모 공급ㆍ판매 루트가 있는 대형 현지 
수입바이어(도매상) 발굴이 시장 공략이 주요 관건으로 판단됨
- 현지에는 의료기기/부자재를 수입하는 바이어가 100개사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약국체인, 대형병원 등으로 공급이 가능한 바이어는 10개사 내외로 해당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함

- 대표적인 수입바이어 : SIETEK, Welfar, Medeks LLC, Besan LLC, Vita Frama, 
AFG

• 혈당량 측정기
아제르바이잔 혈당량 측정기 시장은 수입품 100%로 미국, 유럽, 아시아 브랜드가 
점유하고 있음. 제조국가(원산지)와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며, 소매가 기준 
약 15~25달러 제품이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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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5> 혈당량 측정기 대형 바이어 현황
업체명 웹사이트
Medisis www.medisis.az

Viva Medical www.vivamedical.az
Nimmed LLC www.test-poloska.az

Biomed www.biomed.az
AzTechizat www.aztechizat.az

자료 : KOTRA_해외 시장 동향_2019.8.23
- 혈당량 측정기는 약국들과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며, 주요 온라인 마켓은 아래와 

같음(KOTRA 바쿠 무역관 자체 수집)
- www.tibbi-market.az, 
- www.test-poloska.az
- www.akson.az

3) 주요 의료기기 수입 동향
의료기기 수입 동향  

국가 통계위원회에 따르면, 5 HS 코드에 따라 의료 장비는 아제르바이잔으로 수입됨
• HS 코드 9018 

- 의료 / 수술 / 치과 / 수의학 기구 및 가전; 전기 의료 장치 및 시력 검사 기기; 
부품 및 액세서리 scintigraphic 장치 등

• HS 코드 9019 
- 메카노 테라피, 마사지, 심리적 적성 검사, 인공호흡 기구 및 장치; 오존, 산소, 

에어로졸 치료; HS 코드 9020 - 호흡 기구 및 방독면 (보호 마스크 아님); 부품과 
액세서리 등

• HS 코드 9021 
- 정형외과 가전; 인공 신체 부위; 보청기; 부품과 액세서리 목발, 수술, 벨트, 트러스, 

부목, 뼈 판 / 나사 / 손톱, 인공 치아, 심박 조율기 등
• HS Code 9022 

- X선, 알파, 베타, 감마 방사선 장치, X선 튜브, X선 발생기; 제어판, 책상, 스크린, 
의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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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6> 의료기기 수입 현황(USD)
2017 2018 2019 (1월~10월)

HS 코드 9018 41320.17 45861.69 41996
HS 코드 9019 1547.83 3641.44 2291.26
HS 코드 9020 601.31 958.49 809.1
HS 코드 9021 6385.59 7273.39 7529.84
HS 코드 9022 10073.99 14147.84 18017.35

자료 : 아제르바이잔 현지 조사자료(2020.4)

<표 12-17> HS 코드 9018-9020에 따른 상품 수입현황 (단위 : 미화 1,000달러)
HS 코드 설명 2017 2018 2019(1월 ~10월)
901811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전기 심장 사진  224 126.89 283.18
901812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초음파 스캐닝 장치 2059.93 3911.59 4556.2
901813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자기 공명 영상 장치 5439.2 3758.15 1568.64

901819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전기 진단 장치 (기능 
적 탐구 검사 또는 생리적 매개 변수 검사용 장치 포함), 
항목 번호 9018.1 의 n.e.c.

985.48 2724.39 1290.68

901820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자외선 또는 적외선 장치 422.36   713.12 279.15
901831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주사기, 바늘 유무  6999.54 6350.52 3881.14
901832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봉합사용 튜브 형 금속 

바늘 및 바늘 496.2 755.55 1149.35

901839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봉합사용 튜브 형 금속 
바늘 및 바늘 3943.77 4827.24 6777.84

901841 치과 기구 및 가전 제품 ; 치과 용 드릴 엔진, 다른 치과 
장비와 단일 기지에 결합 여부 94.66 269.27 572.47

901849 치과 기구 및 가전 제품 ; 치과 드릴 엔진 이외 1490.77 1074.32 1358.16
901850 안과 기구 및 가전제품 2271.12 1879.69 1544.97
901890 의료, 외과 또는 치과 기기 및 가전 제품 ; 9018 번 으로 

향하는 n.e.c. 16893.12 19470.98 18734.21

901910 의료, 외과 또는 치과 기기 및 가전 제품 ; 9018 번 으로 
향하는 n.e.c. 377.85 1024.87 451.67

901920 오존 요법, 산소 요법, 에어로졸 치료, 인공 호흡 또는 기타 
erapeutic 호흡 장치 1169.98 2616.57 1839.59

902000
기계부품이나 교체가능한 필터가 없는 보호마스크를 제외
한 기타 호흡기기 ; 및 방독면 ; 745.67 부품 및 이의 
부속품

 601.31 985.49 809.1

자료 : 아제르바이잔 현지 조사자료(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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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8> HS 코드 9021-9022에 따른 상품 수입현황 (단위 : 미화 1,000달러)
HS 코드 설명 2017 2018 2019(1월~10월)
902110 정형 외과 또는 골절 기구 ; 부품 및 이의 부속품 380.69 745.67 669.98
902121 인공 테에트 ; 및 부품 및 부속품 164.05 290.02 209.06
902129 치과 피팅 ; 및 이의 부품 및 부속품 701.57 992.58 1494.8
902131 인공 관절 및 부품 및 액세서리 839.43 1003.27 694.51
902139 인공 관절 및 부품 및 부속품, 기타 1559.57 2612.9 2367.42
902140 보청기 540.02 679.77 701.35
902150 심박 조율기 ; 심장 근육 자극용 (부품 및 액세서리 제외) 103.27 130.61 66.52

902190
목발, 수술 벨트 및 트러스를 포함한 정형 외과 기구 ; 
부목 및 기타 골절 기구 ; 신체의 인공 부분; 보청기 및 
신체에 착용또는 운반되거나 이식된 기타 기구는 
결함이나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2096.99 818.58 1326.2

902212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 5721.8 2801.48 1206.85

902213 치과, 사용에 대한 엑스레이의 사용에 장치 베이스, 방사선 
촬영 또는 방사선 요법 장치를 포함 221.6 120.88 444.69

902214
엑스레이의 사용에 기초한 장치 ; 방사선 촬영 또는 방사선 
요법 장치를 포함하여, 의학, 외과 또는 수의학적 용도, 
치과 용이 아닌 컴퓨터 단층 촬영 장치 제외

1785.66 6178.54 4850.47

902219 산업용 X 선 장치를 포함하여 의료, 외과, 치과 또는 
수의학적 이외의 용도로 X 선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 942.94 736.1 8882.57

902221 의료, 외과, 치과 또는 수의학 용 알파, 베타 또는 감마 
방사선의 사용을 기반으로하는 장치 610.98 195.83 542.92

902229 의료, 외과, 치과 또는 수의학 용도 이외의 알파, 베타 또는 
감마 방사선의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장치 179.07 1454.36 599.8

902230 엑스레이 튜브 611.94 462.84 582.9
자료 : 아제르바이잔 현지 조사자료(2020.4)

<표 12-19> HS 코드 9018-9022에 따른 상품 수입현황 (단위 : 미화 1,000달러)
HS 코드 설명 2017 2018 2019 (1월 ~10월)
901811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전기 심장 사진 2.8 5.94 18.44
901812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초음파 스캐닝 장치 510.59 428.86 1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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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아제르바이잔 현지 조사자료(2020.4)

4) 유망 수출품목 검토
• 초음파 스캐너, 심전도, X선 장비, 실험실 분석기, 전자 수술 장치, 내시경, 부인과 

기기 및 가전제품, 카테터, 배수구 및 기타 소모품이 수요가 많음. 
- 이것은 아제르바이잔에 의료 장비의 수입의 증가의 원인. 현재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러시아, 터키 등에서 수입되고 있음. 의료기기 시장은 작지만 성장하고 있음. 
• 현지 바이어와의 면담에 따르면 초음속 스캐너, 심박동 기록기, 엑스레이장비, 내시경, 

부인과 장비 등의 의료기기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HS 코드 설명 2017 2018 2019 (1월 ~10월)

901819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전기 진단 장치 (기능 
적 탐구 검사 또는 생리적 매개 변수 검사용 장치 포함), 
항목 번호 9018.1 의 n.e.c.

253.25 273.99 103.39

901820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자외선 또는 적외선 
장치 90.23 0.0 0.37

901831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주사기, 바늘 유무 0.0 0.65 28.14
901832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봉합사용 튜브 형 금속 

바늘 및 바늘 34.79 54.96 53.68

901839 의료, 수술 기구 및 가전 제품 ; 봉합사용 튜브 형 금속 
바늘 및 바늘 114.26 114.9 95

901841 치과 기구 및 가전 제품 ; 치과 용 드릴 엔진, 다른 치과 
장비와 단일 기지에 결합 여부 0.0 0.0 44.85

901849 치과 기구 및 가전 제품 ; 치과 드릴 엔진 이외 8.4 77.3 93.94
901850 안과 기구 및 가전제품 19.43 54.84 35.89
901890 의료, 외과 또는 치과 기기 및 가전 제품 ; 9018 번 

으로 향하는 n.e.c. 310.03 429.97 304.39

901910 의료, 외과 또는 치과 기기 및 가전 제품 ; 9018 번 
으로 향하는 n.e.c. 30.67 47.2 10.24

901920 오존 요법, 산소 요법, 에어로졸 치료, 인공 호흡 또는 
기타 erapeutic 호흡 장치 10.14 0.0 0.0

902121 인공 테에트 ; 및 부품 및 부속품 t 본당의 42.84 113.79 2
902129 치과 피팅 ; 및 이의 부품 및 부속품 178.68 458.22 5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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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요약

<표 12-20>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요약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 디지털헬스케어 시장규모는 파악이 되지 않음
∙ 아제르바이잔의 디지털헬스케어시장 경쟁력을 

6개국 평균수준과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보건정책, 규제, 공공리더십 등의 관점을 보면 
아제르바이잔은 EU 평균수준 대비 약 48점이며 
아르메니아에 이어 2번째의 경쟁력을 나타냈음

∙ 지배구조, 관련기관, 네트워크 등의 관점을 보면 
아제르바이잔은 EU 평균수준 대비 약 54점이며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에 이어 3번째의 경쟁력을 
나타냈음

∙ 기반, 기술, 시스템 등의 관점을 보면 아제르 
바이잔은 EU 평균수준 대비 약 54점이며 
아르메니아, 조지아에 이어 3번째의 경쟁력을 
나타냈음

∙ 경제, 비즈니스, 시장 등의 관점을 보면 아제르 
바이잔은 EU 평균수준 대비 약 53점이며 조지아에 
이어 2번째의 경쟁력을 나타냈음

∙ 빅데이타, IOT 등의 관점을 보면 아제르바이잔은 
EU 평균수준 대비 약 27점이며 몰도바, 아르 
메니아에 이어 3번째의 경쟁력을 나타냈음

주요 수입 동향 유망 수출 품목
∙ 국내 진출 기업은 없는 상황임
∙ 국민건강알람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심평원), 라이프 
태그(재난대응의료안전망사업단) 등이 유망함

∙ DATA를 활용하는 단계의 국내기업은 Service 
Delivery 영역에서 메디라떼, 똑딱 등이 있으며, 
Health Information Systems 영역에서 
SELVAS OCR, SelvySTT 등이 있음 

∙ 디지털헬스케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제르바이잔 상황에 적합한 진출 모형을 설계해야 
될 것임

∙ DATA저장⋅분석하는 단계의 국내기업은 Health 
Workfoce 영역에서 하이차트(헬스웨이브)이 
있으며, Health Information Systems 영역에서 
누스코, Macrogen, M-Teresa(IRM), SAMI 
(삼성), LifeRecord(라이프시맨틱스), 휴레이 
포지티브(Huray) 등이 있음

1) 시장 규모 및 시장 동향
• 롤랜드 버거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디지털헬스케어 세계시장규모는 1,021억 

달러(모바일헬스 531억 달러, 빅데이터 389억 달러 등)로 향후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임

• 세계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규모는 ’16년 기준 7,341,821백만 달러로 추정되며, 
’12~’16년까지 연평균 1.4%씩 성장한 것으로 파악됨. 최근 평균 성장률을 반영하여 
향후 시장을 전망하면 ’22년 기준 10,258,438 백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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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 환자 증가, 일반인들의 Quantified Self Movement 
(정량화 된 자기는 기술을 통한 자기 추적의 문화적 현상과“숫자를 통한 자기 지식”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 및 자기 추적 도구 제작자 커뮤니티 운동)가 확산되면서 헬스케어의 
전반적인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12-21> 2019년 아제르바이잔 국가 예산의 재정 지출
구분 금액 (마나트)

8.5 헬스케어 1,042,488,474.0
8.5.1 폴리 클리닉 및 외래 진료소 117,655,553.0

8.5.2 병원 374,057,416.0
8.5.3 헬스케어 분야의 기타 서비스 6,816,380.0
8.5.4 헬스케어 분야의 응용 연구 5,211,716.0

8.5.5 의료 관련 기타 서비스 538,747,409.0
자료 : 아제르바이잔 현지 조사자료(2020.4)

2)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현지 유통구조
• 디지털헬스케어는 의료보장성 강화와 살의 질 향상이라는 국제적⋅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새로운 의료서비스 분야로서 각광받고 있음. 
- 의료서비스의 니즈는 기존의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의료서비스 시장의 치료 분야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진단, 사후관리 예방 부분의 시장은 비중은 늘어나고 있음. 미래 
의료는 4P(redicitive(예측적), Preventive (예방적), Personalized(개인적), 
Participatory(참여적))로 변화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임

•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그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관련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해외 진출 전망 이 
밝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의료와 IT가 융합된 신산업인 디지털헬스케어는 국가 신성장동력 중의 하나로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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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시장 현황  
• 아제르바이잔의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음. 기본적으로 

보험회사, 환자, 의료기관으로 구성되면서 보건부(MOH)의 규제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음

자료: KANTOR Management Consultants, HARMONISATION OF THE DIGITAL MARKETS IN THE 
EASTERN PARTNERSHIP, eHealth Study Report, December 2017

[그림 12-5] 아제르바이잔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구성도

• 아제르바이잔의 Oktay Shiraliev 보건부 장관은 중단 없는 전자 건강 인프라를 만들면 
2020 년 예산에서 6 천만 마나트(36백만 달러)를 절약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에서 디지털 의약품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2025년까지 
가능하지 않을 것임.

• 중단 없는 전자 건강 인프라의 구축은 "아제르바이잔의 통신 및 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의 우선 영역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2020년에 6천만 마나트(약 
36백만달러)의 예산 기금 또는 7 %의 의료비 지출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Oktay Shiraliev는 신문 Respublika에 게재된 그의 기사에서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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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은 현재 보건부는 38 가지 유형의 전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언급했음. Shiraliev 
장관은 “2025 년 이후에 의료 분야의 모든 프로세스가 디지털화될 것이며, 이는 전자 
의료 서비스가 만들어 짐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밝힘(www.bakumedinfo.com)

아제르바이잔 시장 경쟁력 수준  
• 아제르바이잔의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경쟁력을 6개국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경쟁력 

수준과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2-22> 아제르바이잔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경쟁력 수준 평가(표)

관점 점수 순위(6개국 대비)6개국* 평균 아제르바이잔
1: 보건정책/규제/공공리더십 약 40점 약 48점 2위

2: 지배구조/관련기관/네트워크 약 48점 약 54점 3위
3: 기반/기술/시스템 약 57점 약 54점 3위

4: 상호호환성/일회성원칙 약 48점 약 41점 2위
5: 혁신/조사 약 28점 약 30점 2위

6: 서비스/진전도 약 45점 약 52점 2위
7: 성숙도/통합 약 46점 약 43점 3위

8: 경제/비즈니스/시장 약 48점 약 53점 2위
9: 보유역량/자원 약 42점 약 58점 2위
10: 개인정보/보안 약 67점 약 74점 2위
11: 빅데이터/IOT 약 31점 약 27점 3위
12: EU와의 협력 약 54점 약 61점 2위

13: 관련 프로젝트/추진과제 약 57점 약 54점 2위
자료: KANTOR Management Consultants, HARMONISATION OF THE DIGITAL MARKETS IN THE 

EASTERN PARTNERSHIP, eHealth Study Report, December 2017
* 6개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등

• 위의 평가결과를 종합해보면, 아제르바이잔의 디지털헬스케어 시장경쟁력은 6개국 
평균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련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평균적으로 2~3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러한 시장 상황은 한국의 관련 기업들에게는 진입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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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ANTOR Management Consultants, HARMONISATION OF THE DIGITAL MARKETS IN 
THE EASTERN PARTNERSHIP, eHealth Study Report, December 2017

[그림 12-6] 6개국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경쟁력 수준 평가(6개국 평균)

• 아제르바이잔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부기구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음
• 최고 기관은 건강정보센터이며, 사무국이 있으며 아래에는 건강정보정책국, 

프로그램보장개발국, 정보시스템응용국, 경제서비스 등의 부서들이 위치하고 있음
• 그 아래에는 각각 전자의료등록부, 기술지원 및 통신부, 교육 및 모니터링부가 위치하여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구조를 보면 아직 디지털헬스케어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소 정보와 통신의 

관점에서 접근 및 관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보다 의료친화적인 조직으로의 
변신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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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ANTOR Management Consultants, HARMONISATION OF THE DIGITAL MARKETS IN THE 
EASTERN PARTNERSHIP, eHealth Study Report, December 2017

[그림 12-7] 아제르바이잔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부조직

3) 주요 디지털헬스케어 수입 동향
•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을 BM Matrix를 활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Matrix의 가로축은 디지털헬스케어 4단계 프로세스를 접목하여 기존 DATA 활용 → 
DATA 수집 → DATA 저장 및 분석 → DATA 예측맞춤의 항목으로 도출하였으며, 
세로축은 WHO의 6 building blocks을 접목하여 7개 영역 (Ledership Governance, 
Service Delivery, Health Workfoce, Health Information Systems,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Access to Essential Equipment, Financing)으로 
도출하였음

• Leadership Governance 영역에서는 국민건강알람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심평원), 라이프태그(재난대응의료안전망사업단) 등이 
있음 

• 기존 DATA를 활용하는 단계에서의 국내기업에는 Service Delivery 영역에서는 
메디라떼, 똑딱 등이 있으며, Health Information Systems 영역에서는 SELVAS 
OCR, SelvySTT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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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를 수집⋅연결하는 단계에서의 국내기업에는 Service Delivery 영역에서는 
Hicare(인성정보), Rebon(솔미테크), 모바일 소아과(모바일닥터) 등이 있으며, 
Health Information Systems 영역에서는 베스트케어(이지케어텍), BITCare 
Plus(비트컴퓨터), Mdsaver(엠디세이버) 등이 있음 

• Access to Essential Medicines 영역에서는 스마트 약상자, Refit Cam 등이 있음 
• Access to Essential Equipment 영역에서는 스마트청진기(야베스, SKEEPER), 

모바일초음파(힐세리온), 써모케어(엠트리케어), 스마트벨트(웰트), Yodoc-m 
(에스코넥), 호허니(필아이티) 등이 있음

• Financing 영역에서는 마이리얼플랜이 있음 
• DATA를 저장⋅분석하는 단계에서의 국내기업에는 Health Workfoce 영역에서는 

하이차트(헬스웨이브)이 있으며, Health Information Systems 영역에서는 누스코, 
Macrogen, M-Teresa(IRM), SAMI(삼성), LifeRecord(라이프시맨틱스), 휴레이 
포지티브(Huray) 등이 있음. 이외에 Access to Essential Equipment 영역에서는 
iSyncBrain(아이메디신), S-Patch2(삼성), SimBand(삼성) 등이 있음 

• DATA를 예측⋅맞춤하는 단계에서의 국내기업에는 Health Information Systems 
영역에 AI4TB(루닛), NOOM, 성매개감염(뷰노) 등이 있으며, Access to Essential 
Equipment 영역에서는 라파엘 글러브(네오팩트), 스마트체중계(아이엠 헬스케어), 
프라센 등이 있음

4) 유망 수출품목 검토
•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업과 의료기관을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요국의 서비스 수요기반 니즈를 파악하여 기술(제품) 및 서비스(플랫폼) 
연계를 통한 동반 진출 추진이 필요함. 
- 최근 자국의 보건의료서비스 문제점 (의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의료서비스에 디지털헬스케어를 접목하거나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기에 제품의 단독진출 보다는 
제품과 서비스 연계하여 진출 추진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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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국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 등 현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수출로드쇼 및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국 
현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연관 사업 공동수행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해외 주재관/주재 

원 관계자와의 1대1 상담회를 통해 사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주재관/주 
재원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수요가 있는 의료장비 및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 개별 기업들의 제품 수출 도모함으로써, 
해외 디지털헬스케어 구매단과 국내 기업의 매칭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할 필요성이 
있음 

• 수요국의 인력 및 자료공급을 이끌어내어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제성·효율성 사전 
평가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고 차별화된 경쟁우위 요소 확보를 위한 사전 품목 
검토를 위한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F/S)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수출 
교두보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디지털헬스케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제르바이잔 국가 상황에 적합한 진출 
모형을 설계해야 될 것임. 크게 민간협력형, G2G형, 민․관파트너쉽형, 원조연계형 및 
국제기구 조달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아직까지 개발도상국들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장비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에는 공적개발원조 
(ODA)와 연계하여 해당국에 진출을 시도하는 모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KOICA는 TIPS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을 수원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기회는 실제로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타 국가 진출에도 도움을 받는 경우 들이 다수 있음. 
- 국제원조 현장에서 사용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구 및 다국적 NGO의 협력 

파트너로 선정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음.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단순한 기부가 아닌, 실제 진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원국에 적합한 적정기술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본 형태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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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서비스 분야
요약

<표 12-23> 의료서비스 분야 요약
시장규모 및 시장동향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기업

∙ 아제르바이잔 의료 서비스량은‘13년 7,630 만 
건에서 7,700 만 건으로 7.3 % 감소했음 

∙ ‘14-’15년에는 물리적 측면에서 시장의 성장
∙ ‘16-’17년에는 ‘15-’17년 달러에 대한 마나의 

평가 절하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이 제한되어 
감소했음

∙ ‘17 년에 의료 서비스 시장의 자연적 양에서 가장 
큰 비중은 민간부문의 의학 부문이 차지했으며 이 
나라의 모든 의료 리셉션의 70.3 %를 
차지했음‘22년에 민간의료부문 점유율은 75.0 
%로 증가할 것임

∙ 민간 의료시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보건부에 의해 허가되며 민간병원은 운영에 
독립적임

∙ 국가 의료기관에는 결핵 병원과 진료소, 정신 병원, 
구급차 서비스, 응급 진료소, 치과 진료소, 수혈 
스테이션 및 위생 역학 스테이션과 같은 전문 시설이 
포함됨

∙ 필수 건강 보험 시스템의 도입은 컨설팅 서비스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음.

주요 수입 동향 유망 수출 품목
∙ 아제르바이잔은 전통적으로 브랜드 인지도 및 품질 

평판으로 인해 미국 의료 기술 및 자원을 선호함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 가 적용되며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식품 보충재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됨

∙ 백신 및 의약품에 대한 가격 관리는 아제르바이잔 
에서의 가용성을 제한함

∙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의료서비스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의 공석 중 약 30%는 도시 이동으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발생

∙ 약국 대부분은 큰 도시 중심에 있으며 바쿠이외의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

1) 시장 규모 및 시장 동향
시장규모  

• 아제르바이잔 의료 서비스량은 2013년 7,630 만 건에서 7,700 만 건으로 7.3 % 
감소했음 
- 2014-2015 년에는 물리적 측면에서 시장의 성장이 있었음
- 2016-2017 년에는 2015-2017 년 달러에 대한 마나의 평가 절하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이 제한되어 감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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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년에 의료 서비스 시장의 자연적 양에서 가장 큰 비중은 민간부문의 의학 부문이 
차지했으며 이 나라의 모든 의료 리셉션의 70.3 %를 차지했음.

• BusinesStat의 예측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진료 예약 건수는 2018-2019 년에도 
계속 감소할 것임. 시장 회복은 2021년에 시작될 것임. 
- 2022 년에 시장 규모는 6억 6,400 만 마나트(약3 98,4백만 달러)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7년보다 3.3 % 낮아진 수치
- 동시에 2022 년에 민간 의료 부문의 점유율은 75.0 %로 증가할 것임.
시장동향 

• 아제르바이잔의 의료 산업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독립으로 인해 저개발 상태에 
있고 정체 상태에 있음. 의료 교육은 서구 표준에 못 미치며 병원에는 서양 기술과 
의약품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음. 많은 수의 아제르바이잔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이웃 터키, 이란 및 조지아를 여행함. 

• 정부는 2020년에 보편적인 건강 보험을 도입 중임. 이 요인들은 아제르바이잔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치료를 위해 해외로 여행하는 아제르바이잔 시장을 포착하기 
위해 미국 수출을 위한 상당한 시장을 창출했음. 장비와 의약품 외에도 교육, 컨설팅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

•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소아과 및 성인 폴리 클리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국영이며 서비스는 무료임. 폴리 클리닉은 외래 환자 서비스만 제공하며 병원과 전문 
클리닉은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함
아제르바이잔 병원 수 및 침상 수  

<표 12-24> 병원 수 및 침상 수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의사 수 (천) 32.8 32.5 32.2 31.9 32.5
의료인 수 (천) 56.1 54.9 54.5 52.8 54.0
병원 수 (개) 566.0 559.0 569.0 566.0 563.0
침상 수 (천) 46.4 44.9 45.3 44.1 44.0
의원 수 (개) 1746.0 1750.0 1758.0 1737.0 1741.0

의사 수 (만 명당) 34.6 33.9 33.2 32.6 32.9
의료인 수 59.3 57.3 56.2 54.0 54.8

침상 수 (만 명당) 49.0 46.9 46.7 45.1 44.7
자료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통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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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구조 특성 및 주요 현지 유통구조
민간 의료시설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보건부에 의해 허가되며 민간병원은 운영에 
독립적임. 국가 의료기관에는 결핵 병원과 진료소, 정신 병원, 구급차 서비스, 응급 진료소, 
치과 진료소, 수혈 스테이션 및 위생 역학 스테이션과 같은 전문 시설이 포함됨. 

현지 시장 현황
• 탄화수소 부문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아제르바이잔 경제는 2014 년부터 2016년까지 

유가가 유발한 경기 침체에서 크게 회복되었으며 이 회복으로 새로운 병원과 장비에 
대한 정부 지출이 증가했음. 

• 장비 구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료분야의 새로운 기회에는 공공 및 민간병원, 
병원 관리 시스템, 컨설팅 서비스, 주로 농촌 지역의 중고 의료 장비에 대한 미국 장비 
사용자를 위한 교육 기회가 포함됨. 

• 필수 건강 보험 시스템의 도입은 컨설팅 서비스 기회를 창출 할 수도 있음

주요 경쟁자
• 터키와 중국의 저가 제품이 점점 더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회사는 

미국 의료기기 수출업체의 주요 경쟁 업체임. 
• 중국 장비는 저렴한 가격대와 다기능성으로 인해 자주 구매되지만 품질이 낮은 것으로 

유명함. 
• 헝가리 회사는 미국 제약회사의 주요 유럽 경쟁 업체이나 의약품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인해 이 부문에서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및 인도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상위 10개 병원 현황  
<표 12-25> 아제르바이잔 상위 10개 병원 현황
NO 병원명 주요현황 연락처 소속

1 센트럴 세관 병원

심장혈관 수술 및 장기 이식과 같은 U 니크 
수술이 병원에서 실현됨
realized in the hospital. 병원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
폴리 클리닉, 진단, 실험실, 병리 절제술, 구급차 
서비스, 고정, IVF, 물리 치료 및 재활, 원심 
치료.

118, K.Kazimzade,바쿠, 
AZ1065, 아제르바이잔
+994 12 404 08 08
info@customshospital.az
www.customshospital.az

국영 
(아제르
바이잔 

관세위원
회 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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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병원명 주요현황 연락처 소속

2
중앙 클리닉 병원 
(중앙 클리닉 
약국; 센트럴 

클리닉 치과 )

센트럴 클리닉 병원의 총면적은 39,455 평방. m. 
미터임 22,200 평방 미터 . 이것은 건물 지역 
임
병원에는 213개의 침대가 있으며 Patients는 
잘 갖추어진 폴리 클리닉, 진단 및 실험실 부서와 
함께 제공됨.

76 의회 애비뉴, AZ1006, 
바쿠, 아제르바이잔
+994 12 492 10 92
+994 12 492 41 31
info@merkeziklinika.az
www.merkeziklinika.az

개인

3 센트럴 오일멘 
병원

병원은 1956년에 석유병으로 설립되었음
현재 병원은 오일맨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병원에는 비뇨기과, 부인과, 혈액투석, 요법 등 
모든 부서가 있으며 심혈관 수술 및 장기 이식 
부서도 있음
병원에는 TS EN ISO 9001:2008 인증서가 
있음

17 유시프 사파로프, AZ 
1025, 바쿠, 아제르바이잔
+994 12 404 28 00
mnx@mnx.az
www.mnxhospital.com

국영 
기업

4 국립 종양학 센터
종양학의 T 그는 국립 센터는 650 침대의 진료소 
기지를 갖는 중대한 지도하는 전문 과학 
연구기관임
병인성 신생의 문제점을 취급하는, 진단, 처리 
및 악성 종양의 예방.

AZ1012 AZ1012 바쿠 시, 
H. 자르다비 스트, 79B 
+994 12 537 08 11
info@mom.gov.az
www.mom.gov.az

국영 
기업

5
제1회 시티 
클리닉 병원 

(구 세마슈코)
모든 종류의 치료, 수술 등

1 미르가시모프, 바쿠 
AZ1078,아제르바이잔
+994 12 495 30 73

국영 
기업

6 국립 안과 센터 모든 종류의 안과 치료와 수술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32/15 자바칸 스트리트, 
바쿠, 아제르바이잔
+994 12 569 09 23
info@eye.gov.az
www.eye.gov.az

국영 
기업

7 바쿠 메디컬 
플라자

이 클리닉은 25,000㎡의 폐쇄된 공간에서 
200개의 고정 침대, 30개의 중환자실, 16개의 
수술실 및 5개의 출산실, 25명의 유아 
인큐베이터가 있는 신생아를 위한 소생술을 
제공함.

AZ1142, 바벨대로 92N 
카타이 지구, 박우, 
아제르바이잔
+99412 404 41 90
bmpbabek@bmp.az
www.bmp.az

개인

8 HB 구븐 클리닉
병원은 의료 실험실, 응급 전화 서비스로 
서비스를 제공함
Patients 는 잘 갖춰진 폴리 클리닉, 진단 및 
실험실 부서 및 기타 병원 서비스와 함께 제공 
됨 .

3078 아타튀르크 애비뉴, 
바쿠, AZ1108, 
아제르바이잔
+994 12 959 
info@guvenklinik.az 
www.guvenklinik.az

개인

9 새글람 가족 의료 
센터

의료 센터는 폴리 클리닉 및 실험실 서비스를 
제공함
의료 센터는 바쿠와 아제르바이잔의 다른 
도시에 여러 지점이 있음

3, 10 아메드 라제블리 거리, 
바쿠, 아제르바이잔 +994 
12 440 13 00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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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아제르바이잔 현지 조사자료(2020.5)
아제르바이잔 상위 10개 병원(주와 민간 포함, 순위 없이 제공)

3) 주요 의료서비스 분야 수입 동향
• 아제르바이잔은 전통적으로 브랜드 인지도 및 품질 평판으로 인해 미국 의료 기술 및 

자원을 선호함
• 대부분 장비는 MOH가 정부를 위해 조달하며, MOH는 아제르바이잔의 모든 공립 

병원과 클리닉을 공급하며 많은 유명 유통 업체가 민간 클리닉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중 
90%가 바쿠에 있음.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가 적용되며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식품 보충제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됨.

4) 유망 수출품목 검토
• 백신 및 의약품에 대한 가격 관리는 아제르바이잔에서의 가용성을 제한함. 
• 많은 병원과 클리닉에는 최신 의료 장비가 장착되어 있지만, 직원들은 종종 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의 새로운 필수 보험 프로그램과 함께 이 시장을 되찾으면 의료진 
훈련, 병원 관리 및 컨설팅을 포함한 미국 의료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의료서비스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소아 
청소년과 의사와 산부인과 의사의 공석 중 약 30%는 도시 이동으로 인해 농촌 지역에 
있음. 

• 약국 대부분은 큰 도시 중심에 있으며 바쿠 이외의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음.

NO 병원명 주요현황 연락처 소속

10
공화당 치료 및 

진단 센터 
(RDM)

RDM 은 바쿠 최고의 다분야 의료 센터 및 
클리닉 중 하나임

147 트빌리시 애비뉴, 바쿠, 
아제르바이잔
+994 12 530 90 29
office@rmdm.az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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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산업 시장 현황 분석 종합
1) 시장 분석 종합

현지 산업 규모 및 성장성
• 아제르바이잔은 현재까지 석유·가스 산업 위주의 경제 발전만을 추진해 온 결과로, 

최근 산업다각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의료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
• 최근까지 성장률이 높지 않았으나 2019년부터 경제성장률 3%대를 전망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석유화학 산업 발전을 위한 현지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와 
다자개발은행이 지원하는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임에 따라 향후의 성장성이 
더욱 기대되는 시장임

• 다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의료 보건사업의 시장 규모는 충분하지 않아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우리기업 간 경쟁은 적은 시장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향후 정부의 육성 지원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기업들도 중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좀 더 적극적인 진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음

현지 산업의 공급역량
• 해외에서 대부분의 상품을 수입하는 시장으로 모든 산업분야에서 자국의 관련 

제조업체가 많지 않아 대부분의 공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적인 특성이 있음(※ 
예: 의약품 수요의 9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99%를 수입 중)

• 다만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해당 부처의 장관이 공언한 대로 2025년까지 자체적인 
역량이 급격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라 해외 기업들의 시장 진출 기회가 
향후 5년간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지 유통구조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현지 바이어(디스트리뷰터)가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시장이며 현지 바이어들은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해외 제조 
업체와의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음

• 따라서 현지 유통구조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관련 
수입상 또는 현지 제조 협력기업을 확보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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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을 활용한 운송 루트에서 조지아 포티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소요되는 물량도 도착지를 조지아로 
해서 양국 모두에 판매하는 경우도 증가세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한국 기업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요 특성

• 전반적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좋은 시장임
• 우리나라 대기업의 시장 선전과 현지 한류 확산 등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Premium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음
• 예를 들면, 삼성, LG전자가 아제르바이잔 가전 판매시장의 50%를 점유하고 현대차는 

승용차 판매시장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 또한 10대 소녀 팬을 중심으로 현지에 약 4천 명 규모의 한류 팬클럽 존재하고 있고, 

금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K-방역시스템의 우수성으로 인하여 더욱 더 이미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한국산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중심으로 소비재 수출 증가 추세이며, 
’19년 7월 기준, 화장품(118.5%), 의료용기기(26.4%) 등 소비재 품목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아직까지는 가격에 민감한 시장이며 제조업체와의 직접 거래를 선호하는 바이어의 
특성이 있음

• 이는 대다수 일반 국민의 구매력이 아직은 낮아, 가격이 수출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제품은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 현지 진출을 
위한 고객별 세부적인 가격정책 및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현지 산업의 경쟁구조

• 이미 살펴 본대로 현지의 제조업체가 많지 않아 국내 기업이 진출할 경우에는 주변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우방국가인 터키 기업과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의료기기의 경우 글로벌 강자인 
독일 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현지 협력업체를 조기에 발굴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현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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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건산업 정책 현황 및 동향

1. 아제르바이잔 보건산업 정책 개요
• 아제르바이잔의 건강관리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음. 공공 의료시설은 

병원의 침대 수, 직원 수 및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에 따라 실제 서비스 요금이 
아닌 기금을 받고 있음. 정부는 특정 공공 제공 업체가 서비스 요금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승인했음. 정부는 민간 제공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제한하지 않음. 

• 보건부(MoH)는 의료서비스를 규제하고 제공하며 공공 교육,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 
및 위험한 질병 예방을 담당함. 정부 보건 지출은 2018년 4억 4,750만 달러로 2018년 
주 예산 지출의 3%, GDP의 1% 미만에 해당하며 GDP의 글로벌 평균 5-8 %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결의 제760호 (1998년 3월 13일)에 따라 의료 개혁을 조직하고 
수행하기 위해 정부위원회가 설립되었음.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제49호 (1998년 12월 
29일)의 법령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건강 관리 개혁위원회 동상"이 승인 
되었음.

1) 보건정책 수립과 시행 경과
• 중앙 보건정책 수립과 시행

- 아제르바이잔 보건부는 직접 담당하는 기관 이외의 보건업무에는 깊게 간섭할 수는 
없음

- 국가 보건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획, 규제, 운영의 책임이 있음.
- 내각 직속 ‘Science, Culture, People＇s Education and Social Problems 

Unit＇이 보건정책을 수립, 추진하지만 보건법령 개발과 실행의 책임도 지고 있음
- 국민보건 수요 평가, 보건예산안 수립, 보건서비스 질에 대한 표준 개발, 약품· 

의사·병원 라이센싱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지역별 보건정책 수립과 시행

- 역별 보건당국이 담당하며 보건부는 지역 보건당국과의 협의로 지역 보건당국의 장을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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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형적으로는 보건감독 구조가 중앙집권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지역별로 
분권화됐다고 할 수 있음

- 지역 병원들은 그 지역 행정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건부가 지역 병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임

2) 보건의료정책 관련 행정기구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보건부(MOH)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보건부("MOH")
- 보건 시스템 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있음
- 민간부문은 MOH에 의해 라이센스를 받았지만, 완전히 독립적이며, 민간부문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 성장함
- MOH는 공화국의 건강 관리, 의약품 유통, 위생 및 역학 안전에 관한 국가 정책 

개발을 책임지고 있음. 
• MOH의 역할

- 입법에 따른 권한과 관련된 규범적 규제 제공; 
- 역량 내에서 주요 프로그램과 개발 개념의 이행 보장 
- 의료 형태를 개선하고,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분석 은행을 만들어 인구의 

인구통계학적 과정과 건강 상태 조사 
- 의료분야에 대한 국가 통제  
- 의료 교육 감독, 의학 분야의 과학 연구, 비정부 의료 기관의 활동에 대한 통제 및 

국가 위생 역학 관리
- 격리된 감염의 수입 및 유통과 위험한 식품의 수입으로부터 위생적인 보호 제공
- 법이 규정한 방식으로 관련 활동 유형에 대한 특별 허가 (라이선스) 발급 

보건부 기구조직
• 1995년 헌법에 언급된 인구를 위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였음. 
- 현재 아제르바이잔 보건부의 법령은 1998년 12월 29일 Heydar Aliyev가 서명 한 

법령에 따라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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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시스템은 주로 보건부와 지방 당국으로 나누어져 있음
- 중앙 기관, 공화당 병원, 연구소 및 위생 역학 시스템을 포함한 많은 시설이 내각에 

속함. 
- 지역 병원, 지역 병원과 전문 진료소는 지역 및 도시 행정부가 소유함
- 교통부, 국방, 철도, 국방, 관세 병원과 각각의 관세청과 같은 다른 부처들도 주요 

서비스 외에도 건강 서비스를 관리함.
- 의과대학은 또한 보건부의 책임하에 있었지만 몇 년 동안 독립한 후 자치권이 

부여되었음
• 전국에 569개의  병원, 1,758개의 외래 진료소, 32.2만 명의 의사가 있음. (2017년 

초 현재기준) 
- 많은 약국(aptek)이 국가의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바쿠에서는 

대부분의 약국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음. 

3) 최근 보건산업 정책 개혁 동향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결의 제760호(1998년 3월 13일)에 따라 의료개혁을 조직하고 
수행하기 위해 정부위원회가 설립되었음.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제49호(1998년 12월 
29일)의 법령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건강관리 개혁위원회 동상"이 승인되었음.
• 아제르바이잔 전역에 위치한 의료시설은 선진국의 의료시설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 

바쿠 외곽지역에 있는 시설은 의사, 적절한 시설, 충분한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해 극도로 
제한되어 있음. 농촌 시설은 기본 검진에만 신뢰할 수 있음

• 아제르바이잔의 의료 시스템은 최근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개선되고 있음. 새로운 
의료시설이 건설되고, 업그레이드된 의료 장비가 제공되며, 의료진이 프로젝트의 
프레임워크에서 훈련됨

• 최근 몇 년 동안 아제르바이잔은 의료 효율성 향상, 인프라 프로젝트 구현, 국가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적용 등 의료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음. 이러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전국의 의료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필수 건강 보험의 도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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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6> 인구 건강 분야의 주요법률 및 기타 법률(1999~2006)
제목 년도

의료 보험법(Law on Medical Insurance) 1999
개인 의료 행위에 관한 법률(Law on Private Medical Practice) 2000
결핵 관리법(Law on the Control of Tuberculosis) 2000
전염병의 면역 예방에 관한 법률(Law on the Immunoprophylaxis of Infectious Diseases) 2000
요오드 결핍의 대량 예방을 위한 소금의 요오드화에 관한 법률(Law on Iodization of Salt 
for Mass Prevention of Iodine Deficiency) 2001
당노병 환자를 위한 국가 간호에 관한 법률(Law on State Care for Persons with Diabetes) 2003
혈우병 및 지중해 빈혈 환자에 대한 국가 간호에 관한 법률(Law on State Care for Persons 
with Haemophilia and Thalassaemia) 2005
혈액및 혈액 성분 기증자 및 혈액 서비스에 관한 법률(Law on Blood and Blood Component 
Donors and Blood Service) 2005
종양학 관리에 관한 법률(Law on Oncology Care) 2006
필수 건강 보험에 대한 국가 기관 설립 (대통령령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Agency 
on Mandatory Health Insurance (Presidential Decree)) 2007
건강 금융 개혁의 개념과 의무적 건강 보험 도입 (대통령령 )(The Concept for Health Financing 
Reforms and Introduction of Mandatory Health Insurance (Presidential Decree)) 2008

자료: Azerbaijan Health System Review

2. 아제르바이잔 의료보험 동향
의무 의료보험의 적용은 2020년 초 23개의 아제르바이잔 지역에서 시작되었음. 4월 
1일부터 21개 지구 및 도시 거주자, 7월 1일부터 15개 지구 및 도시 거주자, 10월 1일부터 
7개 지구 및 도시 거주자는 강제 의료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것임.

1) 의료보험 현황
건강 보험 시행  

•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전역에 의무적인 건강 보험을 도입을 목표로 
2007년에 필수 건강 보험에 관한 국가기구의 설립으로 시작되었지만,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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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었으며 2018년 7월, 정부는 McKinsey와 Company와 계약을 체결하여 의무 
의료보험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준비했으며 2017년 2월, 파일럿 
보험 프로젝트는 아제르바이잔 전역에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3개 
지역(Mingachevir, Yevlakh 및 Aghdash)에서 시작되었음.

• 이 법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부터 직원 및 고용주를 위한 필수 건강 보험료 지불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새로운 개정에 따라 이 기간은 2021년 4월 1일로 
연장되었음. 최신 개정에 따르면, 의무적인 건강 보험료는 2021년 4월 1일부터 
기업가가 계산하고 지불해야 함.

• 필수 의료보험은 2020년 1월 1일부터 아제르바이잔에서 적용됨. 아제르바이잔의 필수 
의료보험은 필수 건강보험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이 기관은 2016 년부터 
Mingachevir와 Yevlakh에서 두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수행했음. 그리고 2018년 
Aghash에서 혜택 패키지 내에 1,829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마지막 4단계에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Baku, Sumgayit, Absheron, 
Khankendi, Gubadli, Zangilan 및 Shusha가 시스템에 연결될 예정임.

• 아제르바이잔의 국회는 또한 '강제 의료보험 서비스 패키지'를 승인함. 의무 의료보험 
패키지는 유형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조건, 공동 자금 조달 금액 및 대기 시간을 
결정함.

• 공동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도입은 2020년 4월 1일에 시작될 것임. 그러나 이것은 
의무 의료보험 시스템에 의해 이미 파일럿 프로젝트로 포함된 지역에서 시행될 것임.

건강 보험 내용
• 아제르바이잔의 필수 건강 보험 시스템에 따른 표준 혜택 패키지는 다음과 같은 

의료서비스로 구성됨(자료: Pacific Prime Simplifying Insurance)
- 응급 상황(구급차 서비스 포함)
- 일차 건강 관리 (가족 의사)
- 외래 환자 서비스
- 입원 환자 서비스
- 기기 진단 (USI, CT, MRT 등)
- 물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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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
- 임신과 분만
- 긴급 예방 접종 (안티 랍, 안티 파상풍, 안티 뱀독 등)
- 예정된 아동 예방 접종
- 수술 (고가의 심장 수술, 인공 와우 등 포함)
- 전문화된 지속적인 건강 관리

• 혜택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은 1186 예외도 있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민은 개인 
지급을 해야 함

필수건강보험료  
• 직원과 관련하여 고용주 측에서는 직원 급여의 2%에서 8,000 마나트(약 4,800달러) 

까지, 직원 급여의 0.5 %에서 8,000 마나트(약 4,800달러) 이상. 직원 측면에서, 직원 
급여의 2%에서 8,000 마나트(약 4,800달러)까지, 직원 급여의 8,000 마나트(약 
4,800달러)에서 0.5 %를 부담함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세금 코드에 따라 납세자로 등록된 개인 (개인 기업가, 개인 
공증인, 변호사 회원)은 보험에 따라 행동하며 최저 임금의 4%의 건강 보험료를 지불함

• 서비스 계약을 기반으로 작업 (서비스)을 수행하는 개인과 관련하여, 작업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은 최대 8000 마나트(약 4,800달러)의 소득의 2%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에 대한 보험 및 지급 수수료이고, 8000 마나트(약 4,800달러) 이상은 소득의 
1% 수준임

• 최근의 법령에 따르면, 상기 피보험자 외에 다른 피보험자도 2024년 1월 1 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 월급의 48%의 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피보험자로 해당.

• 2020년 1 월 아제르바이잔에서 건강 보험 종류별 보험료 규모는 5억 9,808만 
마나트(약 358.8백만달러)에 달한다고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을 인용한 보고서가 
보도하였음(https://media.az/read/1067766932/).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6 
% 더 많은 수치이며, 지난 1 년 동안 건강 보험료는 2.8 배 증가했으며 560 만 마나트(약 
336만달러)에 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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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보험 문제점 및 향후 발전 방향
• 아제르바이잔 보건위원장단은 한국 건강보험의 가입자 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재정 

효율화, 의료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등 건강보험도입시 시사점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음(2019. 7월)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열악한 건강보장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12월 국가 
의료보험청을 신설하고 2016년부터 3개 지역 34만명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 75%가 만족한 것으로 파악함. 이를 토대로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1월부터 전 국민 건강 보험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지역만 시행됨

• 전국적인 보험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의 의료 시스템에는 
명확한 상환 정책이 없으며 아제르바이잔인 대다수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현금을 
지급함.

• Vugar Gurbanov 주재국 국가 의무 의료보험청 의료보험 담당 부서장 인터뷰에 
따르면 사업 및 자영업 종사자 국민의 의료보험가입액은 120마나트(약 70달러)라고 
언급함. 아제르바이잔 내 의료보험 의무가입은 2020년부터 기본 의료서비스가 1인당 
29마나트(약 17달러)선에서 국가 예산으로 제공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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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분야 보건정책 분석
1) 주요 의료분야 보건정책

보건 시스템
• 보건부는 공식적으로 의료 시스템 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있지만, 지역 

보건당국이나 마을 당국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제공 업체가 현지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임. 민간부문은 보건부에 의해 라이선스를 
받았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상황임.

[그림 12-8] 보건 시스템에 대한 개요 차트
자료: Azerbaijan Health System Review
Notes: FAP: Feldsher-midwife point; SUBs: Small village hospitals; SVA: Village doctor outpatient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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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전의 건강 파이낸싱 프로세스
• 아제르바이잔의 건강 시스템은 세금 수입과 OOP지불(본인 부담금)의 조합을 통해 

자금이 조달됨. 지역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자금은 지방 당국을 통해 
전달됨. 보건부는 국가 차원의 공급자와 위생 역학 서비스의 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있음. 다른 부처를 통해 제공되는 병행서비스는 인구의 약 5%를 담당하며 민간 
공급자는 시스템에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9] 개혁 전의 건강 파이낸싱 프로세스
자료: Azerbaijan Health System Review
Notes: FAP: Feldsher-midwife point; SUBs: Small village hospitals; SVA: Village doctor outpatient 

clinic.

2) 주료 의료분야 개혁 동향
• WHO는 2019년 7월 29 일부터 8월 1일까지 바쿠에서 4일간의 전문가 검토를 하여 

필수 건강 보험 이행 준비 상태를 평가하고 미래의 1차 건강관리 모델 설계를 
지원하였음. 그룹의 전문지식은 건강 정책, 건강 시스템 관리, 건강 금융 및 계획, 공중 
보건, 1차 건강관리, 건강을 위한 인적 자원, 의료 교육 및 비 전염성 질병 (NCD)에 
걸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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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건강 시스템 혁신 지원
• WHO는 2019년 초부터 아제르바이잔이 건강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고 주요 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지원해 왔음(자료: Healthcare in Azerbaijan - Wikipedia)
•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3년간 건강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본인 부담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음.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에 국민 건강 보험청을 
설립하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재정적 보호를 제공함

• 많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제르바이잔은 만성비감영성질환(NCD)와 관련된 
새로운 건강문제를 겪고 있음. 아제르바이잔에서 30-70세 인구 중 NCD의 사망률은 
22%임. 대부분의 사망은 당뇨병, 고혈압, 비만 및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한 것임. 
따라서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일차 
의료를 강화하는 것임.

건강 관리 국제 프로젝트
• 1991년 독립 후 아제르바이잔의 의료 시스템은 지속적인 전쟁과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음. 
- 국제기구(USAID, 유니세프, WHO, 세계은행 등)는 의료분야에서 아제르바이잔을 

돕기 시작함.
• 헤이다르 알리예프 재단 (Heydar Aliyev Foundation)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당뇨병 환자, 지중해 빈혈 환자 및 치료법을 다루고 헌혈을 조직하며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개선함
• 현대 정보 기술을 의료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는“전자 아제르바이잔”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었음(자료: WHO)
- 이 프로그램의 틀에서“시민의 전자 건강 카드”시스템이 시작되었음

• 이러한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의 의료 시스템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며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의료 부문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령으로 

승인된“아제르바이잔 : 미래 전망”개발 개념에서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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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예방 및 치료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03년 

12월 23일에 제정된‘당뇨병 환자를 위한 정부의 관리법(No. 563-IIQ)’법을 근간으로 
현재는‘2016~2020년 당뇨병 정부 계획’을 추진중임(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8.23.) 
- 이 계획의 주요 과제는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및 치료약과 

자가진단 기기 등의 공급을 보장하는 것임. 또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 당뇨병 
예방법을 국민에게 교육시키는 것임.

• 위에 언급한 법과 계획을 바탕으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국영 내분비학 센터(The 
Republican Endocrinology Center)에 공식적으로 등록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월간 
단위로 측정기, 약, 테스트 스트립을 제공 중임.
- 아제르바이잔, 당뇨병 환자 증가에 따라 혈당량 측정기도 성장세 
- 2016~2020 당뇨병 정부 계획에 따라 등록 환자에게 관련 의약품도 제공

아제르바이잔 의료관광
• 최근 몇 년 동안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이 지역에서 인기 있는 의료 관광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 왔음. 
• 이전에는 스파, 특히 화산 진흙 스파 및 헤일로 테라피 센터, 바쿠, 마 살리, 낙치 반, 

나프 탈란 및 기타 지역에 새로운 의료 센터 및 리조트가 문을 열면서 의료 관광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음.

• Nakhchivan 자치 공화국은 천식 및 기타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Halotherapy 센터로 가장 유명함. 

• 아제르바이잔 동부와 카스피해 지역에는 350개 이상의 진흙 화산이 있음. 화산 진흙은 
미네랄 염과 유기 화합물로 인해 치료 및 피부 미용 특성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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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 19 대응 정책 동향
1) 담당 정부 기구

장관 내각의 운영 본부 구성
• 아제르바이잔 영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및 긴급 

조치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관련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수장으로 구성된 본부가 내각에 
설립됨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모든 
영역을 모니터링하도록 구성되었음

• 또한, 인구에게 알리고 근거 없는 잘못된 정보를 방지하기 위해 본사는 + 994-12- 
492-41-61, + 994-12-492-75-54, + 994-12-505-03-30, + 994-12-505 핫라인 
13-133은 2020 년 2 월 28 일부터 운영되었음

• 내각의 명령에 따라 2020 년 1 월 30 일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계획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내각은 질병 확산의 광범위한 지리를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인 행동 
계획을 승인했음

주요 Hot Line 정보

[그림 2-10] 아제르바이잔 코로나19관련 주요 연락처



357

아제르바이잔 코로나바이러스 국가 주관
• 아제르바이잔 내무부
• 아제르바이잔 내무부 산하 코로나 확산 방지 운영본부
• 아제르바이잔 보건부 등

2) 주요 동향 요약
주요 통계 요약

• 공식 사이트: https://koronavirusinfo.az/az/page/resurslar

관련 대응 모바일 프로그램 요약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Watch COVID"에 가입하면 COVID-19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음
• “Follow COVID”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임. 동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공공 장소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보균자일 경우 경고 알림을 받을 수 있음. 실수로 감염 보균자(예: 대기열, 
상점 등)와 접촉하는 경우, 보건부에서 연락하여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Follow COVID”는 블루투스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근처의 다른 응용 프로그램 
사용자를 추적함. 따라서 동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감염된 모든 
사람을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 할 수 있음

• 응용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한 번의 터치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핫라인에 연락하여 
다양한 알림 및 뉴스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관련 교육 간행물 및 비디오 정보 요약
•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대응에 관한 교육 간행물을 발간하였고, 아제르바이잔 보건부, 

의무 의료 보험 기관 및 의료 센터, 보건부 공공 보건 및 개혁 센터, 세계 보건기구 
및 기타 관련 국제 및 지역기구가 작성함. 학생, 학생, 부모, 교사, 가임기 여성, 환자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 및 비디오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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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사망자 수
• 아제르바이잔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2020년 

11월 9일 기준)
<표 12-27> 아제르바이잔 확진자 및 사망자수(2020.11.9.일 기준) (단위: 명)

국가명 누적확진자수 신규 확진자수 사망자수 신규 사망자수
글로벌 49,578,590 441,696 1,245,717 6,037

아제르바이잔 63,748 1,410 824 13
자료 : WHO 홈페이지, 완치자 수는 제외

주요 정부 대응조치 요약(단계별)
• 1단계 조치 사항 :

- 3월 24일 부터 5월 4일까지 격리 체제 도입, 단계적 완화 시행. 격리 체제 5월 31일 
까지 연장

- 2020년 5월 13일 아제르바이젠 인들이 민스크에 모여서 고국으로 귀환. 해외 
(스웨덴,벨라루스,일본,노르웨이 등)에서 근무하는 아제르바이젠 인들이 전세기에 
의하여 귀국

- 5월 13일 새로운 아제르바이젠의 의료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잘 대항할 수 
있다는 뉴스임. 아제르바이젠의 두 회사 STP LLC 와 SmartHome는 Sumgayit 
Chemical industrial Park 화학 공업 단지에서 공동으로 ‘소독용 터널’ 을 구축하고 
생산했음. SmartHome 에서 제작된 이 장비의 전자 시스템은 STP의 전기 장비 
공장에서 설계가 되었음. 본 제품은 바이러스의 대유행과, 계절성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예방뿐만 아니라 미래의 감염성 질병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음. 현지 및 
해외 시장에도 판매되고 있음

• 2단계 초치 사항 :
-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5월 15일)
- https://icaze.e-gov.az/ 사이트에 등록, 공식 통행증 및 공식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함
- 10명이상의 단체일 경우 특정 활동(레크리에이션) 및 공원에서 산보 금지
- 박물관 및 전시회 복구 중에 있음
- 65세 이상 노령인구에 대한 격리령 해제, 그러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 장갑 등 위생용품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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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카페, 레스토랑 등 운영시간 08:00-18:00 허용
- 위 시설들은 아제르바이젠 보건 당국의 규칙 및 위생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 이를 

어길시 행정법을 어김으로 과태료 부과
• 추가 제한 사항(5월 15일)

- 화물 운송을 제외하고 항공 및 육로 운송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출입하는 경우;
- Baku, Sumgait, Ganja, Lankaran 및 Absheron 지역의 출입은 금지되며 다른 

도시 및 지역은 구조, 구급차 및 트럭을 포함한 특수 목적을 가진 차량은 출입 허가함.
- 모든 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은 바쿠, 숨가이타, 랸카라나, 압쉐론스크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정부차원으로 일하는 직원들, ASAN Xidmət 및 DOST를 제외하고는 
그룹 단위 및 개별적으로 정부 기관의 현지 시민을 수용함

- 장례식을 제외하고, 야영, 예식장 및 기타 밀폐 된 공간에서의 기념식(축하식), 
결혼식, 문화 및 스포츠를 포함한 모든 공개 행사, 가정이나 다른 장소에서 행사, 
결혼식, 약혼 및 기타 유사한 행사를 조직하기 위한 서비스 업무, 거리, 대로, 공원 
및 10 명 이상의 그룹에 있는 다른 장소를 포함한 공공 장소에 모이는 것

- 어린이 오락프로그램(레크리에이션)
- 박물관, 전시실, 영화관, 극장, 체육관을 제외한 문화체험장소
- 약국과 식료품 점을 제외하고 대형쇼핑몰과 기타 상점
- 취사 시설에서 물담배 사용(깔랸)
- 의료기관의 친척 및 친구들의 환자 방문
- 건강증진센터 이용-헬스클럽 개념 (코로나 치료 및 검진 같은 의료서비스 제외)
- 마사지 및 목욕 서비스 

3)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포스트코로나의 변화 동향

• Mental Caring에 대한 요구사항 증대 예상 
- 다양한 변화트렌드가 예상되고 있으나 의료관련 주요한 트렌드중의 하나는 정신적 

보살핌에 대한 서비스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임
-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공간폐쇄, 고립의 기억,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감염병에 대한 불안 등을 다스리기 위한 집중적인 정신적 케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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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의 주요 대응 동향
• Nabil Seyidov 박사,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보건부 공공 보건 개혁 센터 보건 정책 

및 기획 부서 책임자 및 Sandra Ismanovski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블로그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함 

• Covid-19 전염병이 전 세계 정부에 아날로그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경고했음. 
처음부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혁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음

• Covid-19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 감염을 테스트하고 추적하고 포함하는 
많은 건강 시스템의 용량을 능가함

• 대부분의 정부, 교육 기관 및 개인 회사는 가능한 한 온라인 작업으로 전환했음. 그러나 
많은 의료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의사-의료 상호 작용 모델에 기인하여 유행성 
및 그 영향에 대처할 수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음

• 아제르바이잔에서 첫 번째 감염 사례는 2월 28일에 기록되었고 Covid-19의 첫 사망은 
3월 12일에 보고되었음. 5월 14일, 아제르바이잔은 총 2,519건의 코비드-19 건을 
확인했으며 1,650건은 회복되었고 32건은 슬프게 사망했음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놀라운 노력을 기울였음

• 보건부는 UNDP의 Accelerator Lab과 협력하여 의료 기술을 혁신하고 디지털 기술의 
힘을 발휘하여 시스템을 확장해야하는 긴급한 필요성을 해결했음

• 위기 초기에, 우리는 의료 전문가와 일반 대중이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혁신
• 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신속하게 배포할 필요성을 인식했음
• 주요 초점은 의료 전문가가 역학 및 공중 보건 분야의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e- 

헬스케어 및 전자 리소스를 즉시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에 중점을 두었음
• 첫 번째 개입 중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점검봇을 개발하여 Covid-19의 잠재적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임. 봇은 보건 당국이 온라인으로 
더 많은 질의에 응답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의료 전문가가 중요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리소스를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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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치료 프로토콜로 의사와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해 원격 건강관리, e- 코스 플랫폼 
및 앱을 배포 할 것임

• 이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얻은 기술과 IT 기술은 미국의 전자 서비스 및 원격 
의료 서비스의 추가 확장에 사용될 것이며 공중 보건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사용될 
것임

• 이 전례없는 솔루션은 진행중인 유행병에 대응하여 아제르바이잔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 
용량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COVID19 이후 시대의 시스템을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해 확장 될 수 있음

• 의사는 처음으로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최신 과학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구식 출처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

• 새로운 e-course 플랫폼은 농촌 지역의 의료 전문가 및 수도 또는 해외의 컨퍼런스 
또는 교육 과정에 참석할 기회가 제한적인 기타 상황에서 특히 유용함

• 전자 교육을 사용하면 의사는 최신 의료 혁신을 따라 잡을 수 있음
• 가상 원격 상태 플랫폼은 Covid-19 전염병을 넘어서서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전송 

비용이 절감되고 액세스가 크게 늘어날 것임. 특히 이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의사를 방문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외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임

• 예를 들어, 외딴 마을에 사는 사람이 최근에 수술을 받고 후속 조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이제는 여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사와 연락 할 수 있음

• 원격 의사 기술은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혈압 및 포도당 수치 모니터링과 같은 새로운 정보를 매일 기록하여 환자의 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고 이환율 감소를 달성함

• 원격 진료는 특히 원격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전국 보건 시설에서 제공되는 의료 수준을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음

•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있으며, Covid-19는 현재 위기에 대처할 때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적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 이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의 포괄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혁명을 위한 길을 열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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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산업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종합
1) 보건산업 정책 현황 및 동향 분석 종합

현행 법/제도 충분성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제49호(1998년 12월 29일)의 법령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건강관리 개혁위원회 동상"이 승인되었음.
• 의료보건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의료보험법을 필두로 건강보험 도입관련 정책 등 

다양한 법/제도가 수립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현행 법/제도의 충분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나 통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기본적인 법/제도는 구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정부 기구의 효율성
• 아제르바이잔 보건부는 직접 담당하는 기관 이외의 보건업무에는 깊게 간섭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으나, 국가 보건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획, 규제, 운영의 책임이 있음
• 반면, 지역별 보건정책 수립과 시행은 지역별 보건당국이 담당하며 보건부는 지역 

보건당국과의 협의로 지역 보건당국의 장을 선임함. 외형적으로는 보건감독 구조가 
중앙집권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지역별로 분권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지역 병원들은 그 지역 행정기관에서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보건부가 지역 병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하면, 보건산업 정책 수립 및 실행과 관련한 아제르바이잔 
정부기구의 효율성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의료보험 시스템 적합성
• 최근 몇 년 동안 아제르바이잔은 의료 효율성 향상, 인프라 프로젝트 구현, 국가 의료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적용 등 의료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음. 이러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전국의 의료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필수 건강 보험의 도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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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전역에 의무적인 건강 보험을 도입을 목표로 
2007년에 필수 건강 보험에 관한 국가기구의 설립으로 시작되었지만, 반복적으로 
지연되었음. 새로운 개정에 따라 이 기간은 2021년 4월 1일로 연장되었음. 

•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필수 건강보험은 전면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선별적으로 도입된 
상태이며, 2021년 4월까지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시스템 
적합성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코로나 19 대응 적합성
• 아제르바이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및 긴급 조치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 관련 정부 기관 및 기관의 수장으로 구성된 본부가 내각에 설립됨
• 내각의 명령에 따라 2020 년 1 월 30 일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계획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Watch COVID", “Follow COVID”, "COVID Watch"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입수와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Nabil Seyidov 박사,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보건부 공공 보건 개혁 센터 보건 정책 
및 기획 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기준으로 보면, Covid-19 전염병이 전 세계 정부에 
아날로그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경고하였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의료분야의 디지털 혁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음

• 중앙집권적 대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 본격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혁명 도입 추진 
등을 고려하면 아제르바이잔의 코로나 19 대응은 적합하였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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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건산업 인허가 등 규제 현황

1. 일반 개황
1) 주요 규제 동향

건강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체계
• 아제르바이잔의 의료 관련 활동에 대한 등록 및 허용 요구 사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기타 품목을 포함하는 의약품에 대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법률에 따라 규제됨
• 인구 건강 보호법("건강 보호법")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건강 관리 문제를 규제하는 

기본 법률임. 또한, 개인 의료 활동에 관한 법률은 개인 의료 기관과 개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의약품 규제는 의약 준비법(“의약품 
법”)의 통제를 받음

• 보건의료 체계 주요 법률
- 1997년 6월 26 일자 인구 건강 보호에 관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법률 제360-IQ. 
- 1999년 12월 30 일자 개인 의료 활동에 관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법 제789-IQ. 
- 2006년 12월 22 일자 의약 준비에 관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법률 208-IIIQ. 
- 1996년 11월 5 일자 제약 활동에 관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법률 189-IQ. 

2) 관련 행정기구 요약
• 주요 정부기관 링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아제르바이잔 보건국(Azerbaijan’s Ministry of Health)
http://www.sehiyye.gov.az/umumi_melumat.html

- 아제르바이잔 국립의무건강보험공단(Azerbaijan State Agency on Mandatory 
Health Insurance)
http://its.gov.az/en/i-tsda-haqq-nda/umumi-m-lumat/

- 아제르바이잔 조달청(Azerbaijan State Agency on Procurements)
http://tender.gov.az/new/index.php

- 아제르바이잔 국가통계위원회(Azerbaijan’s State Statistical Committee)
https://www.stat.gov.az/source/healthcare/?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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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률 등 
• 분야별 주요 관련 법률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제약(Pharmaceutical care)
∙ 자료: Azerbaijan: Health System Review를 기반으로 함
∙ The Law on Pharmaceutical Activity, 1997
∙ The Law on the Turnover of Narcotics, Psychotropic Substances and Their 

Precursors, 2005
∙ The Law on Pharmaceutical Products, 2006
∙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nd Functioning of a Pharmacy, 

Ministry of Health, 2006
∙ The Requirements for Wholesale of Pharmaceuticals, Ministry of Health, 

2006
∙ The Requirements for Opticians, Ministry of Health, 2006
∙ he Statute of Analytical Expertise Centre for Medicines, Ministry of Health, 

2007
∙ The Rules for State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and Management of 

Drug Registry, Cabinet of Ministers, 2007
∙ The List of Over-the-Counter Pharmaceuticals, Ministry of Health, 2008.

2. 세부 인허가 및 규제 동향
• 의약제제의 등록은 의약 법과 의약품의 국가 등록규칙 및 등록 유지 (“의약품등록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프로세스임. 의약품의 국가 등록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 
의약품의 생산, 수입, 검사, 시험 및 사용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함

1) 등록 관련 인허가 및 규제
의약품등록 규제

• 약품 등록 및 허가는 복잡한 구비서류, 언어적 문제로 인해 통상 해외 수출자가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입업체가 대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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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을 위해서는 약 12개의 서류가 필요함(위임장, 원산지증명서, WHO GMP 
인증서 등) 

• 현재 9,850개의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음.
- 등록 의약품목록 :

http://www.tariffcouncil.gov.az/documents/DVB.pdf
• 아제르바이잔 보건부에 의약품을 등록하는 것은 제조사(외국 기업 포함), 구매업체 

(바이어) 모두 가능하며, 보건부 산하인‘The Center of Analytical Expertise’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하드카피(Hard Paper)와 E-Version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며 E-Version은 모듈 

형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름.
- 수입 의약품의 현지 등록에는 통상 6~8개월이 소요됨(자료: 맥킨지 보고서, 2018)

[의약품 등록규칙]
∙ 약물 유사체 (일반)
∙ 주 정부등록 의약품의 새로운 조합
∙ 등록 만료 의약품 
∙ 의약품 생산에 성분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의약품). 신청자는 등록 목적으로 보건부에 

서신을 보냄
∙ 또한, 서신과 함께 제출된 서류 목록이 있어야 함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 의약품의 국가 등록 신청서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 의약 물질의 주 등록 신청
∙ 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 주 등록을 위해 제출된 서류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의 국가 등록을 위해 제출된 서류 모음

등록절차
• 신청 등록이 만료된 의약품의 경우

- 신청자는 이전 주 등록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의약품의 국가 등록을 위한 주 
정부 등록 서신으로 MOH에 신청해야 함. 

- 신청자는 주 등록을 위해 제출된 의약품의 사본과 동일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된 
의약품 (물질)과 신청서 및 해당 서류를 MOH에 제출해야 함

- 약물 물질의 예는 판매용 형태의 5개의 상자와 동일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의 샘플로 구성된 요소 분석을 위해 충분한 양으로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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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당 AZN 30 (USD 17) 이상인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의약품 및 고가 의약품 
(약물)은 일회용 실험실 분석에 필요한 양으로 제시됨. 

- MOH는 전문 지식과 MOH에 따라 약전 전문가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보고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결정 중 하나를 수락해야 함.

- 의약품의 국가 등록 거부 또는 결정이 긍정적이면 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등록 
증명서를 제공

- 신청서가 여러 의약품에 대해 제출되는 경우 각 의약품에는 별도의 등록 인증서를 
제공함

• 측정·검진기기 
- 표준 계량 특허위원회의 등록허가 및 보건부 전문분석센터로부터 수입허가 필요

 *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동일품목 5년간 수입 가능, 보건부 전문분석센터 수입허가는 
매수입건마다 필요

• 의료 장비 기기
- 보건부 전문분석센터의 수입허가를 득한 후 수입 가능함 

 * 수입 시 수입허가 필요
• 의료제품(장갑, 일회용 주사기 등)

- 보건부 위생검역센터의 위생허가 및 전문분석센터의 수입허가 필요
 * 위생허가는 1년간 유효하며 수입허가는 매 수입시 마다 필요

현지 수입상의 의견
• 자료: Azerbaijan: Health System Review를 기반으로 함
• 아제르바이잔에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아제르바이잔 보건부에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에는 통상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는데 한국 제약업체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등록에 필요한 서류 구비 및 제공이 매우 느리고 아제르바이잔 시장에 관심도가 적어 
수입확대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을 바이어들은 피력함

• 의약품등록 시인도 의약품은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공급처로 한국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힘.

• HB사 CEO Mr. Hikmet Butayev씨는 "아제르바이잔 국영 병원 등은 입찰을 통해 
대규모의 약품 구매가 이루어지며, 영향력 있는 의사들의 의약품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데 유럽 제약사에 비해 한국 기업들은 한국 의약품 생산시설 시찰을 위한 방한 
등에 있어 지원이 약하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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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등록과정 개략도
• 약물등록과정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자료 : Analytical Expertise Centre for Medicines, 2008

[그림 12-11] 약물등록과정 개략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관련 등록
• 의약품의 제조는 3월 15 일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면허 및 허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활동에 포함되어 있음. MOH에 따라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의약품만 수입이 허용되며 의약품 수입은 MOH에 의해 규제됨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경제부 산하의 라이센스 및 서비스 제공 업체가 관련 라이센스를 
발급함. 또한“ASAN 서비스”, 분석 전문가 센터 및 MOH가 라이센스 프로세스에 
관여함.

[라이선스 발급 절차]
• 신청이후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영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집행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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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정부 수수료는 2,250 마나트(약 1,350달러)이며,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요금이 면제됨

• 국세법 제23.2조에 따라 면허가 있는 기업가 정신 활동이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지역에서만 수행되는 경우, 주 정부 수수료의 50%만 지급해야 함

•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미등록 의약품이나 미등록 의료기기를 제조할 수 없음

2) 수출입 관련 인허가 및 규제
아제르바이잔 시장에 의료 장비, 기기, 소비 자재를 수출하려면 수출 회사는 3년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부에서 수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함.

의약품 수입·유통·판매 허가제도
• 의약품 수입관세율은 0%이며, 총수입 면장상 금액의 18%가 부가가치세로 부과되고 

있음.
• 현지에서 수입·유통·제작·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은 ‘아제르바이잔 보건부’ 

(www.health.gov.az)에 등록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함.
- 현지 보건부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가짜 약품을 현지에 판매할 경우, 

관련 회사에 AZN5,000~7,000*의 벌금을 부과함.
 * US$1 = AZN1.7(2020년 6월 평균 환율)

- 실제 수행은 보건부 산하의 의약품 분석국(www.pharma.az)이 담당하며 허가, 등록 
업무 외 의약품 검사, 수입규제  등의 업무를 수행

• 한편, 의약품 오용을 막기 위해 현지 법령은 의약품 광고는 금지하고 있음.
- 처방이 필요 없는 의약품만 광고가 가능(현지 또는 해외 의약품 모두 해당됨)

의약품과 의료기기 도매 관련 규정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면허 및 허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약 활동에는 면허가 필요하며 
이 라이센스는 무기한 유효함. 약국의 제약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약 장비는 
적절한 제조 시설과 약국에서 제조되며 소매 판매는 화학자 상점에서 수행됨.
• 제약 활동에는 의약품의 제조, 생산, 도매 및 소매와 관련된 활동이 포함됨. 



370

• 의약품 법에 따라, 도매 제약 회사는 법률의 요구 사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를 수행하는 
법인이어야 함. 

• 적절한 제조 시설과 약국에는 도매 의약품이 들어감
• 도매 의약품에 대한 자세한 규정

- 2006년 10월 2 일자 아제르바이잔 보건부 법령 153에서 승인한 의약품 도매 
요건("요구 사항")

- 도매상점은 회사 및 제약 조직에 의약품을 판매함.
- 생산 목적, 과학 연구를 위한 과학 연구기관, 의료 활동에 종사하는 법적 및 육체적인 

사람들에게. 의약품 도매에 종사하는 제약회사에는 회사 이름, 주소 및 사업 설명을 
나타내는 레이블이 있어야 함

- 약국의 창고 부분에는 분리된 팩이 특별히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의약품의 물리적, 
화학적 및 기타 기능과 복구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음

의약품과 의료기기 소매 관련 규정
• 2015년 10월 21일자 아제르바이잔 보건부령 57호에 의해 승인된 화학자 상점에서 

의약품 방출에 대한 요구 사항("약물 방출 요구 사항")에 이러한 소매 판매에 대한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의약품 방출 요건에 따라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방출하는 것은 불법
• 처방전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는 주 정부 등록 의약품만 발급됨
• 이 규칙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처방 약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약국에서 의약품을 방출할 수 없음.
•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방출됨. 또한, 아제르바이잔 보건부 또는 해당 지방 정부는 무료 

의약품을 출시 할 수 있음
- 의약품 처방 기간은 90일이며 무료 의약품의 경우 30일
- 약국에서 무료 처방전의 주요 부분은 3년간 보관해야 함

수입절차
• 수입유통상을 통한 수입과 민간병원/클리닉을 통한 직수입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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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R DISTRIBUTOR
END USER

(Hospitals,clinics,medical 
centers,laboratories,etc)

MANUFACTURER
END USER

(Hospitals,clinics,medical 
centers,laboratories,etc)

자료 :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통계위원회

[그림 12-12] 의약품 수입절차

• 수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a) 아제르바이잔 보건부에 보내는 공식 서한
b) 수출/제조업체 및 수입/구매자/유통 업체 간의 계약
c) 송장
d) 선하증권
e) 기타 첨부 문서 등

• 아제르바이잔으로 가져오기 전에 보건부에서 발행한 수입 면허증과 다른 첨부 서류를 
주 관세위원회에 청구함

•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의료 장비를 직접 구입한 경우 수입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수입 면허 취득
• 한국 기업/수출업체 및 현지 수입/유통 업체/구매자는 수입 면허 취득을 신청할 수 

있음
• 에이전트 회사에 대한 특별한 요구 사항은 없음. 아제르바이잔 제조업체가 의료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그들은 제품의 최종 목적을 언급해야 함. 수입 면허 취득에 대한 주 
당국과의 거래 (공식 편지 준비, 아제르바이잔으로 제품 문서 번역, 통관 등)는 시간이 
걸림.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 기업/수입업체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제르바이잔에는 의료 장비 및 장치 관련 많은 제조회사/수입/유통 업체가 있음. 
• 그들 중 대부분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브랜드의 공식 유통 업체/ 공식 

에이전트임. 물론, 이러한 지역 회사/수입/유통 업체는 모두 자신 고유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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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과 주립 병원, 클리닉, 의료 센터의 수를 고려하여 이러한 지역 회사/수입/유통 
업체는 자신의 일반 고객과 직접 협력함.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
• 신청자는 양식을 작성하고 신청서를 첨부 파일로 제시 

- MOH는 문서를 검사하고 의약품 수입허가를 결정   
- 허가는 15-30일 이내에 처리됨. 

• 의약품 법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의 사용 지침들은 다음과 
같음
- 의약품의 제조업체 이름, 아제르바이잔어로 된 의약품 이름, 의약품의 제조업체 이름 

및 법적 주소, 날짜 포장에 포함된 제조 및 일련번호, 용량, 형태, 용량, 유효 수명, 
보관 및 노출 조건, 의약품 사용 시 안전주의 사항, 의약품 성분에 대한 정보, 적용 
분야, 금기 사항, 추가 효과 및 다른 의약품 등이 요구됨

- 주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수입이 취소됨
• 필요한 서류. 

- 문의서 (회사 또는 담당자의 편지 또는 전화번호) 
- 송장 사본
- 구매 주문서 사본 (계약 만료 날짜를 지정해야 함) 
- 원산지 증명서 사본(원산지의 무역 및 산업 회의소, 조직이 발행한 기타 책임 있는 

증명서 포함)
- 품질 증명서(제조업체 또는 판매자가 작성한 인증서는 허용되지 않음) 등

3) 가격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가격 절차는 2015년 6월 3 일자 국가 등록 의약품 가격 규제 절차 및 가격 모니터링 
시행 절차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내각 장관의 결의에 따라 결정됨. 홍보에 대한 규제는 
2015년 5월 15 일자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의약품 광고 및 법률에 따라 의약품 광고의 
제한이 정의되어 있음. 

의약품과 의료기기 가격에 대한 규제
• 자료는 아제르바이잔 의약품 시장 동향(KOTRA 2012)을 근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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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물가위원회 시행령 4호에 따라 국가별 의약품 
가격제를 시행 중임.

• 해외국가들을 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해당 그룹에 책정된 가격으로 국가별 의약품 
수입가격을 적용하는 정책임. 
- 1그룹: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벨기에, 스위스산은 기준 10개국 평균 가격 적용

(10개국: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등) 

- 2그룹 : EU, 터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이스라엘, 노르웨이가 속한 그룹으로 
5개국 평균 가격을 적용
(5개국: 상기 10개국 중 낮은 가격의 5개국 평균 의약품 가격을 산정) 

- 3그룹: 한국을 포함한 이외 국가들로 기준 10개국 중 최하 가격을 적용
• 해당 규제로 한국 제약회사들은 기존의 공급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신규 제약을 새롭게 공급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 중임  
• 의약품 가격의 규제는 참조 가격을 기준으로 구현됨  

- 기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는 매년 다른 국가 중에서 최소 5개의 기준 국가를 
선택하여 승인해야 함

- 참조 국가 목록에 대한 변경은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며, 현재 참조 국가에는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및 
슬로베니아가 포함됨

• 다음 해의 참고 국가는 이사회가 올해의 10월 31일까지 발표함. 
• 최초 신규 의약품이 아제르바이잔에 최초로 등록된 경우

- 감사인이 승인한 재무 문서,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한 약물 경제학 정보 및 이러한 
의약품이 처방된 질병에 사용된 치료 방법 비용이 가격 규제에서 고려

- 가격 규제위원회가 규정한 기간 동안 생산자가 출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격 
규제는 공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참조국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검사를 함으로써 시행됨.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6(목) 아제르바이잔(이하 ’아제르‘) 바쿠에서 
제2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보건의료, 정보통신 
기술‧전자정부, 농업, 개발 협력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였음. 우리 제약기업의 
아제르바이잔 진출을 위해 규제 개선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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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의료기기 홍보에 대한 규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에서는 처방전, 의료 기술, 치료 방법, 예방, 진단 및 재활 없이 발행된 
의약품만 MOH의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광고할 수 있음
• 다른 약물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을 금지함. 

1. 미성년자와 관련된 경우 
2. 질병의 개선 및 재활의 특정 상황에 해당될 경우 
3. 광고된 의약품을 사용한 자연인에게 감사를 표하는 경우 
4. 건강한 사람이 광고된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할 경우 
5. 의사를 추천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할 경우 
6. 긍정적인 반응, 안전성, 의약품의 효능 및 부작용의 부재를 보장하는 경우 
7. 의약 제품을 생물학적 활성 물질 및 식품 첨가물 또는 의약 이외의 다른 제품으로 

제공할 경우 
8. 광고된 제품이 자연적인 출처에서 나온 것이며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보장하는 

정보를 배포하는 경우 

3. 보건산업 인허가 등 규제 현황 분석 종합
1) 보건산업 인허가 등 규제 현황 분석 종합

일반 수준
• 아제르바이잔의 보건산업 관련 인허가 및 규제의 일반적인 수준은 크게 높지 않고 

상당히 자유로운 수준임
• 향후 전망도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증진됨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등록 관련 규제 
• 등록절차의 복잡성은 보통 수준임
• 다만, 등록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임
• 이와 함께 수입품의 경우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매 수입건마다 등록을 하는 

번잡함이 존재하여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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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규제 
• 수입절차는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처리기간도 단순한 수준
• 수입유통상 중 대부분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브랜드의 공식 유통 업체/ 

공식 에이전트임. 이를 고려하여 한국 기업들도 현지의 수입 유통상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통가격 관련 규제 
• 해외국가들을 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해당 그룹에 책정된 가격으로 국가별 의약품 

수입가격을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어 한국은 3그룹에 속해 있음
• 해당 규제로 한국 제약회사들은 기존의 공급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신규 제약을 새롭게 공급하는 데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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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내외 의료기업 현지 진출사례 분석 

제1절 해외 의료기업 현지 진출사례

1. 분야별 주요 진출사례
 

1) 투자 동향 및 투자형태
해외 제약기업의 현지 투자 동향

현재까지 아제르바이잔은 국내 생산이 미미한 의약품 공급에 대한 수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국가 통계위원회에 따르면 2016-2018년 국내 생산량은 약 60만 달러에 
달함. 시장 전문가들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제약 제품의 제조를 포함하여 연간 
생산량이 150만 달러에 거의 도달할 것으로 추정함.

• 현지 투자자 Diamed사
- 일회용 주사기 생산 공장
- 약 4백만 달러를 투자

• 2017년 2월, UAE의 VPS Healthcare사와 아제르바이잔의 AIC사는 제약공장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함

• 2016년 6월, 일본 Nipro Pharma사와 JGC사가 현지에 제약공장을 설립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움직임 없음

• 벨라루스,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및 인도 등 일부 제약 제조업체는 현재 아제르바이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 중임

• 우크라이나 회사인 JSC Indar는 주입 및 주입 솔루션의 생산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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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공장 설립을 통한 의약산업 육성
현지 정부는 연간 2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의약품 수입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 이란 
등의 기업과 합작투자(JV) 형식으로 의약품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 중임. 수도 바쿠에서 
약 30km 떨어진 피랄라히(Priallahi)섬 내의 산업단지에 의약품 제조공장을 설립 추진 
중으로, 2019~202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의약산업은 국내 수요의 약 98%를 해외에서 수입 중으로 해외 기업과의 합작 
공장(Joint Venture) 설립을 통한  육성을 추진 중임.
- 현재 2개의 자국 제약공장이 있으나 제조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은 미미함.

• 러시아, 이란 기업과 합작회사 형태로 총 3개의 의약품 제조공장이 건설될 예정이며, 
대략 2019~2020년부터 공장이 가동될  예정임.
- 3개사는 Caspian Pharmed사, Diamed사(이란 기업과 합작), Hyatt Pharm사 

(러시아 기업과 합작)가 있음.
- 해당 공장들은 수도 바쿠에서 30km 정도 떨어진 피랄라히(Pirallahi)섬의  

산업단지에 세워질 예정임.

피랄라 하이에 산업단지
• 바쿠 인근의 피 랄라 하이에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의 국내외 제조업체를 위한 

산업단지의 설립
• 산업단지에 등록된 투자자들은 관대한 공공 자금의 혜택을 누림

- 7년 동안 소득, 재산 및 재산세가 면제
- 개인 용도로 수입된 장비에는 VAT 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투자유입 요인
- 인구 1,000만 명 규모의 시장 규모
- 구통계학적 발전의 지속적인 모멘텀 확보
-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질병의 일반적인 증가
- 2,000개가 넘는 약국 네트워크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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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출사례
Caspian Pharmed사

<표 13-1> Caspian Pharmed사 사례 요약

회사 개요 

∙ 이란 의약품 제조사 Darou Paksha사의 자회사인 Tamin Pharmaceutical 
Investment Company, 아제르바이잔 대기업 Azersun, 아제르바이잔 경제부 산하 
투자공사(Azerbaijan Investment Company) 공동으로 제약공장을 추진

  - 합작회사 지분 : Darou Paksha사 49%, Azersun 26%, 아제르바이잔 투자공사 
25%

추진현황

∙ 정제형(Tablet) 타입의 의약품, 주사기(Injection), 항생제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건설해 
내수공급 및 해외로의 의약품 수출을 목표

  - 초기 정제형 의약품만 생산
  - 이후 주사기(Injection) 생산, 항생제 생산이 가능하도록 공장 증축할 예정 
∙ 2018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여 2020년 준공 목표
  - 피랄라히(Pirallahi) 산업단지
  - 1차로 생산할 정제형(Tablet) 타입의 의약품은 이란산을 수입할 예정
  - 아제르바이잔 측은 공장 가동 초기부터 생산까지도 이뤄지기를 원하나  이란 측은 

포장만을 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됨. 

한국과의   협력 의사

∙ Caspian Pharmed사는 이란 기업과의 합작으로 설립되나, 중장기적으로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란 의약품만을 제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산 등 다른 해외국위 의약품을 
현지에서 제조하는 것도 희망하고 있음

∙ 한국 의약품 현지 제조 및 기술 협력 가능
  - 한국 기업과의 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도 희망하고 있음.
  - 한국 측으로부터 지분 투자는 불필요하나 제2·제3공장 설립 시 검토는 가능함

자료 KOTRA 바쿠 무역관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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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tt Charm사

<표 13-2> Hyatt Charm사 사례 요약

회사 개요 
∙ 러시아의 R-Pharm사와 아제르바이잔 투자공사 및 Vita-A사가 총 740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해 2020년까지 공장 설립
  - 합작회사 지분 : R-Pharm사 45%, 아제르바이잔 투자공사 10%, 아제르바이잔 

Vita-A LLC사 45%

추진현황

∙ 아제르바이잔 공공조달 의약품 전문 의약품 회사 설립
  - Hyatt Charm사 사장 Mr. Ramin Hajivey씨에 따르면 2018년 말경 공장 설립을 

완료 예정(100% full 가동 체제는 2020년까지 구축)
  - 초기에는 해외 의약품을 수입해 현지에서 포장만을 담당하고 2019년부터 자사 

의약품 개발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공조달 의약품 시장 입찰에 참여할 예정임.
  - 일반 복제약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공공조달용 의약품 생산·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8년 말부터 공장을 구축할 예정으로 생산 의약품은 지분 투자회사들과 검토 중
  - 생산 예정 의약품은 항생제, 구토 방지제, 조영제, 호흡기·심혈관·당뇨·AIDS·설사병 

치료제 등임.
  - 현재 공장 구축을 위한 시공회사 등은 입찰을 통해  선정 완료함(미국 회사로 파악됨).

한국과의   
협력 의사

∙ 러시아 대기업 R-Pharm사가 보유한 의약품을 우선 생산할 예정이나 한국산 의약품도 
특허상의 문제가 없다면 R-Pharm사와 협의하에  충분히 도입해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함. 

∙ 한국산 의약품 수입 포장 및 기술 협력을 위해 방한 검토도 가능
  -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도 희망하는  입장임

자료 KOTRA 바쿠 무역관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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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의료기업 현지 진출사례
• 2018년 6월 기준, 아제르바이잔에서 활동 중인 한국기업은 12개사가 있음.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대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진출 기업은 프로젝트 수주 또는 ODA, 
EDCF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건설 관련 기업임. 한라, 포스코대우는 한국 파견자는 
없으며 현지인 연락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음.

• 진출 형태는 대부분이 지점(지사) 형태로 운영중임. 법인을 운영할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세금 등의 문제 발생을 우려해 지점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됨. 한편 
공공기관으로는 KOTRA, KOICA가 현지에서 활동중임  

<표 13-3> 아제르바이잔 국내 한국기업 운영사례 요약

자료 KOTRA 바쿠 무역관
 

• 이외 ODA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파견한 자문관 2명이 
아제르바이잔 ADA 대학교에서 CRM, 창업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해 파견 근무중임. 
한국 기업인이 현지에서 창업한 여행사 2곳(바라기, 글로리아), 현지 한인마트 
1곳(드림마트)이 있으며 해당 여행사 및 한인마트는 현지기업으로 분류됨 

1. 분야별 주요 진출사례
1) 코트라 바쿠 무역관 회신 메일 내용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바쿠에 소재한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게 국내 

의료기업의 진출사례를 문의하였으며 국내 기업의 진출사례는 현재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음. 다만 연구의 관점에서 본격적인 진출이 아니더라도 시사점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의료기업의 진출을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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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현황
• 코트라, CIS 지역 의료기 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2016.3.17.)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 HS Code 3004.20 의약품 수출현황

- 2017년 기준 총 12억7,000만 달러가 수입됨
- 한국은 20위를 차지했으며 2018년 1~6월 수입은 이루어지지 않음.
- 2017년 기준  한국은 HS Code 3004.20, 3004.50, 3004.90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아제르바이잔에 수출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크지 않음.
- 조지아를 통한 우회 수출을 합산할 경우 수출액은 2~3배 많을 것으로 추정됨

• HS Code 3004.90 의약품 수출현황
- 총 수입액은 2016년 14억7000만 달러, 2017년 17억 달러, 2018년 1~6월 

9억2000만 달러를 차지
- 한국산 의약품의 경우 2017년 174만 달러 규모를  수입(수입 상위국 22위), 2018년 

상반기에는 84만 달러를 수입

서울제약 사례
• 의협신문(2019.6)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함
• 서울제약은 2019년 6월 아제르바이잔 로그만 파마(Loghman Pharm.)사와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타다라필 ODF(구강분해 필름) 10mg·20mg(제품명: 불티움) 수출 
공급계약을 체결함

• 아제르바이잔에 발기부전약 수출계약 내용
- 수출처 : 아제르바이잔 로그만 파마(Loghman Pharm.)사
- 대상 :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 타다라필 ODF(구강분해 필름) 10mg·20mg(제품명: 

불티움)
- 계약 기간 : 5년
- 예상 수출액 : 128만 달러(한화 15억 원)
- 허가권/상표권 소유 : 서울제약

• 아시아·태평양·중국·인도네시아·중동에 이어서 독립국가연합 시장에 첫발
- 허가 소요기간 : 4개월
- 선적 : 2020년 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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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바이잔의 의약품 시장은 2016년 기준 7억 달러(7800억 원) 규모이며 대부분이 
수입 의약품임. 
- 로그만 파마사는 아제르바이잔에서 80개 이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서울제약은 적극적인 개량신약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특수 제형 같은 혁신적인 
약물전달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음. 
- 2012년 안정성과 쓴맛을 차단한 스마트 필름 개발로 구강분해 필름 제조 특허기술 

상업화에 성공함.
- 서울제약은 이 기술을 활용해 2016년부터 아시아·태평양·중국·인도네시아·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페루 등에 필름 제품 수출계약을 맺었으며, 6월 페루에 
타다라필 ODF 20mg를 첫 선적함.

3) 의료기기 분야
한국 의료기기 수출현황

• 아제르바이잔 시장중 저가의 의료기기 시장은 중국, 러시아, 터키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가의 의료기기 시장은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 유럽과 미국, 일본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인기브랜드는 Siemens, Philips, 일본의 Aloka 등임. 한국산은 
중급품질의 중저가 가격대로 인지도가 약하며, 민간병원을 중심으로 수요증가 추세임

• 의료기기 수출은 1억1천만 달러(2012년) → 1억2천만 달러(2013) → 1억3천만 
달러(2014년)로 매년 8~9% 성장세를 기록하여 왔으나 2015년은 2차례의 마나트화 
평가절하의 영향으로 7,800만 달러로 수입이 대폭 축소

<표 13-4> 對아제르바이잔 한국 의료기기 수출동향 (단위 : 천, 달러, %)
국가명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아제르바이잔 7,112 161.2 3,126 -56.0 2,045 -34.6

자료 : KOTIS

• 對아제르바이잔 수출액은 2013년도에 7백만 달러를 기록한 후 매년 하락세 기록
- 수출 감소 요인은 201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에 아제르바이잔의 

유가수익 감소와 이로 인한 2차례의 마나트화 평가절하로 수입이 급감하였기 때문
       * 환율이 2015년 1월에 1달러 0.78마나트에서 2015년 12월 말 1달러 1.55마나트로 약 99%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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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2016년이후에도 수입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표 13-5>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명 HS6단위

2014년 2015년
수출액 증감률 비중 수출액 증감률 비중

1 초음파영상진단기 90812 881 -39.6 28.2 409 -53.6 20.0
2 그밖의 기기

(환자감시장치 등) 901890 317 -36.9 10.1 390 23.2 19.1

3 기타(혈간조영촬영
장치,뼈밀도측정기) 902214 1,050 -34.3 33.6 343 -67.3 16.8

4 기타
(청력,혈압측정기기) 901819 177 -74.4 5.7 16.1 -9.2 7.9

5 치과용 시멘트 및 
충전제 300640 133 -15.4 4.3 92 -30.8 4.5

자료 : KOTIS

•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수출 1위 품목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의 약 20% 점유
• 환자 감시 장치, 혈관 조영촬영 장치, 뼈 밀도 측정기 등 이 주요 수출품목이며 기타 

청력, 혈압 측정기기, 치과용 시멘트와 충전제가 소량 수출되고 있음 

<표 13-6>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2013~2015) (단위 : 천 달러, %)
연도 품목명(HS CODE) 수출액 증가율 비중

2013년
자기공명촬영기기(901813) 2,198 294.2 30.8
측정기,활영장치(내과,외과,수의용)(902214) 1,597 268.6 22.5
초음파영상진단기(901812) 1,458 88.2 20.5

2014년
측정기,활영장치(내과,외과,수의용)(902214) 1,050 -34.3 33.8
초음파영상진단기(901812) 881 -39.6 28.0
환자감시장치 등 기기(901890) 317 -36.9 10.1

2015년
초음파영상진단기(901812) 409 -53.0 20.0
환자감시장치 등 기기(901890) 390 23.2 19.1
측정기,활영장치(내과,외과,수의용)(902214) 343 -67.3 16.8

자료 : KO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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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에 자기공명 촬영기기, 측정기, 촬영장치,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3대 
수출품목으로 우리나라 대 아제르바이잔 의료기기 수출의 73%를 점유
- 2014년 및 2015년도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 환자 장치등기기, 측정기, 촬영장치가 

3대 수출품목으로 비중은 각각 72%, 55.9%로 감소세를 보임

<표 13-7> 수출 증가율이 높은 품목(2013~2015) (단위 : 천 달러, %)
연도 품목명(HS CODE) 수출액 증가울 비중

2013년
자기공명촬영기기(901813) 2,188 294.2 30.8

측정기,활영장치(내과,외과,수의용)(902214) 1,597 268.6 22.5
초음파영상진단기(901812) 1,458 88.2 20.5

2014년
기타(치과용,엑스선,알파선사용긱)(902214) 81 81.5 2.6
측정기,활영장치(내과,외과,수의용)(902214) 1,050 -34.3 33.8

환자감시장치 등 기기(901890) 317 -36.9 10.1

2015년
환자감시장치 등 기기(901890) 390 23.2 19.1

기타(청력,혈압측정기기)(901819) 161 -9.2 7.9
치과용(시멘트 및 충전제)(300640) 92 -30.8 4.5

자료 : KOTIS

• 코트라, CIS 지역 의료기 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2016.3.17.)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 2013년도에는 아제르바이잔 시장의 호황을 반영, 자기공명 촬영기기, 측정기, 

촬영장치,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200% 이상의 신장세를 기록 
- 2014년도에는 기타(치과용, 엑스선, 알파선 사용기기)가 81.5% 증가하고 나머지 

품목은 주재국의 경기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둠
- 2015년에 환자 감시 장치 등 기기는 2014년도 대비 플러스성장(23.2%)을 기록 

하였으나 기타 품목은 마이너스를 기록 

㈜대류 헬스케어
• 2018 보건산업 브리프 Vol. 261를 참조하여 작성함
• 의료기기 전문업체 대류 헬스케어(대표 강태창)가 중국, 러시아, 인도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대류는 2018년 수출로만 10억 원 이상 매출을 
달성하고 총 25억 원 매출을 올릴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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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수출품
- 헬스케어용 저주파 미세전류 자극기 ‘큐로미
- 통증을 완화하고 비만 관리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 제품 설계부터 소프트웨어(SW), 디바이스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함. 

• 시장반응
- 018년 초 참가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호평을 받음

•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
- 2017년 말 베트남 유통 전문기업 티엘엠과 3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
- 2018년 초에는 중국 상해 창징 의료기기 유한회사와 21만 달러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
- 하반기에는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50만 달러 정도 추가 매출도 올릴 

계획.
• 총판체제 구축

- 말레이시아, 러시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등지에는 총판체제를 구축하거나 
직·간접 수출을 추진중에 있음

- 러시아 현지 바이어와 2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추진
-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 지역에는 올해 총 30만 달러 규모 수출을 진행할 

계획임
• 시장개척단

- 2018년 하반기에는 중국 의료기기전시회, 인도네시아와 태국 시장개척단에 참가
- 대구시 스포츠 융합센터 메이커스 랩에 상설전시장을 만들고 해외바이어 초청 행사 

등도 기획 중

4) 의료서비스 분야
•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은 2007년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10박 11일간 

아제르바이잔으로 해외의료봉사를 시행함. 또한,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은 6월 
26일 아제르바이잔의 카마라진 헤이자로 비상대책부 장관 등 관계자 일행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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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신의약병원 아제르바이잔 의료봉사 사례
• 해외의료봉사 개요

- 2007. 19~29일까지 10박 11일
- 심장혈관센터·소아청소년과와 한방병원·치과병원 의료진 40여 명으로 구성
- 김종진 해외의료봉사단장(심장혈관센터 교수)
- 동서신의학병원 개원 이래 첫 해외의료봉사 활동

• 해외 의료봉사 내용
- 의료봉사에는 심전도검사기·초음파검사기·진단 검사장비·뇌 혈류 측정기 등 

주요장비를 동원해 진료를 시행함
-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 외곽지역을 시작으로 난민촌이 밀집돼 있는 가바라 

지역·예블락 지역을 중심으로 3000여 명의 주민에게 한방 협진 무료진료를 시행
•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있는 국가로 인구수는 843만 명으로 1만 명당 

의사 수가 37명에 불과, 의료진과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경희대 한방의료원 사례
• 현지 조사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 SEBA(서울 바쿠) 아제르바이잔-한국 문화 교류 협회의 주관으로 추진됨
• 설립일은 2004 년 11 월 29 일임(공식적으로 아제르바이잔 법무부에서 등록한 후 

활동을 시작함). 위치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바쿠에 있음
• 협회의 기본 활동 프로파일을 보면, 아제르바이잔과 한국 간의 대규모 문화 교류 과정을 

실현하고,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비정부기구는 여러 문화, 과학, 의료, 자선, 교육 및 
기타 프로젝트를 실현하였음. 이러한 프로젝트는 아제르바이잔의 한국 문화와 한국의 
아제르바이잔 문화를 대표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그 동안 SEBA 협회는 여러 나라에서 
한국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음 

• 세부 구성을 보면, 1. SEBA(서울 바쿠) 아제르바이잔-한국 문화 교류 협회 본부, 
2.“SEBA Fito Tibb”– 바쿠에 있는 한국 경희대학교 한방 병원, 3. SEBA 협회의 교육 
센터로 되어 있음. 전체 직원 수는 61 명이며, SEBA 본사 및 교육 센터 15 명, 한방 
병원 46 명으로 조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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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바이잔 측 협력자는 아제르바이잔 문화재단, 아제르바이잔 태권도연맹, 한국 측 
협력자는 한국 재단, 한국 경희대학교, 터키-한국 문화 교류 협회로 되어 있음

동서신의약병원 아제르바이잔 장관 초청
• 2007.1월 의협신문 기사를 참조하여 작성함
• 아제르바이잔 장관 일행의 이번 방한은 아제르바이잔에 한국대사관이 설립된 것을 

기념하고 두 국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 경희 동서신의학병원을 방문해 한방 협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함
• 아제르바이잔 장관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한방 협진 건강검진 프로그램인 신체 

계측(체성분·만도), 폐 기능 검사 등의 진단에서부터 음성체질분석에 의한 사상체질 
진단·맥진 검사 등의 한방진단을 받았음

• 또한, PET·CT 등 최신 의료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통해 각종 암·노인성 치매· 
심근경색·관상동맥 질환 등에 대한 조기진단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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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타 관련 분야 현지 진출사례

1. 관련 위원회 동향 요약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제2차 회의(’18. 6. 18.)를 통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신북방 
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를 상정 의결하였음(자료 : 북방경제협력위원회(2018. 12))
• 신북방정책 16대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56개 세부과제로 세분하여 부처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보고 ⇨ 위원회와 관계부처 간 협조하에 최초 이행점검을 
시행중임. 특히 보건 의료 헬스케어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주력하고 있음

• 한국형 의료 시스템 확산(복지부): 의료인 대상 초청 연수,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 전수, 
병원건립사업(EDCF) 연계 병원 운영 컨설팅 등 추진(복지부)
- 북방지역 의료인 초청 연수 완료(‘18년 43명), 우즈벡 국립의료복합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지원(’18.12월 KSP 발주), 우즈벡 국립아동병원 및 몽골 국립진단치료센터 운영 
컨설팅을 시행하였음

• 제약·의료기기 협력 확대(복지부): 민관합동 보건의료협력사절단 파견, 제약·의료기기 
공무원 초청 연수(K-Pharma Academy) 등(복지부) 
- 러시아·중앙아의 제약·의료기기 인허가 담당자 대상으로 한국 초청 연수 

추진(‘18.11월, 8개국 16명)

제1회 신북방 보건산업 협력포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신북방 보건산업 협력포럼’개최(2018년 11월 16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제약·바이오협회는 K-Pharma Academy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현지 시장개척단 파견·맞춤형 컨설팅·정부 간 
협력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진출을 지원할 계획임(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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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신북방 보건산업 협력포럼 주요 내용>
• 러시아·우즈벡 등 9개국 보건부·관련 기관장 참석하여 각국 현황을 공유함

-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등 유라시아 신북방 시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됨.

• 이날 포럼에서는 각 국가 인허가 실무자들의 발표를 통해 제품 등록과 관련된 최근 
이슈는 물론, 국가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향 등이 소개됨
- 또 한국 기업과 신북방 협력 국가 인허가 담당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짐.
• '2018 K-Pharma Academy for Eurasi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포럼에서는 

유라시아 9개국(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타지키스탄 
·몽골·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등) 보건부 및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직접 자국의 
제약산업 규제제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짐
- 2013년부터 시작된 K-Pharma Academy는 올해 처음으로 유라시아 9개국 인허가 

담당자를 초청함.
• 'K-Pharma Academy for Eurasia’는 한국 제약산업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라시아 국가 보건의료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해 국내 의약품 허가관리제도, 제품 생산 
현장 등을 소개하는 연수 프로그램임

2020년 정부의 신북방정책(對아제르바이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목)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 
위원회’를 개최하고, 프로젝트, 보건의료, ICT‧전자정부, 농업, 개발 협력 등 협력 사업을 
논의함. ‘06년부터 개최했던 경제협력위원회를 ’16년에  경제 공동위로 격상하여 개최한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회의로서  新북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듦.
<제2차 한-아제르바이잔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 회의에서 우리 측은 플랜트 건설에서 우리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산업, 

ICT, 개발 협력,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함

• 보건의료 등에서는 국내 제약기업의 아제르바이잔 진출을 위해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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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양국 농업 연구기관 간 협력, 대학 간 교수·학생교환 프로그램, 폐기물·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함

• 아제르바이잔의 자원과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어우러진  에너지 분야 호혜적 협력 강화 
- ‘19년 체결된 양국 간 무상원조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개발 협력 분야 확대 
- 플랜트 외 ICT, 보건․의료, 농업, 문화 등  양국 간 협력 분야 다변화

2. ODA 및 국제협력 현황
아제르바이잔 국제협력 현황

<표 13-8> 한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지원 추이(2010-14) (백만 달러, 실질가격)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무상 집행 4.45 11.62 6.43 10.32 16.65 49.47
(승인) 31.04 7.64 0.89 8.67 - 48.24

유상 집행 - - - - - 0
(승인) - 22.00 43.50 - - 65.5

계(집행) 4.45 11.62 6.43 10.32 16.65 49.47
자료: KOICA

<표 13-9> 한국의 대 아제르바이잔 분야별 지원 현황(2010-14) (백만달러, 집행액, 실질가격)

구분 식수공급 및 위생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교육 운송 및 저장 산업.광업 및 건설 무역 정책 및 규제 기타

금액 28.24 9.26 7.75 1.34 0.66 0.53 1.69
비율(%) 57.1 18.7 15.7 2.7 1.3 1.1 3.4

자료: KOICA

• 2010-14년간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식수공급 및 위생 분야가(57.1%)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부와 시민사회, 교육, 운송 및 저장, 산업, 광업 및 건설 등의 
분야가 상위를 차지함(집행액 기준)(자료 : ODA KOREA(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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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내외 의료기업 현지 진출사례 시사점 종합

1. 국내외 의료기업 현지 진출사례 시사점 종합
1) 해외기업 현지진출 사례 관점
• 아제르바이잔 의약품 수입장벽 강화 예상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15년 하반기부터 수입 의약품 가격 규제를 위한 ‘의약품 
수입국별 가격 고정제'를 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상기와 같이 아제르바이잔 투자공사(Azerbaijan Investment Company) 
등을 통해 의약품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동향을 볼 때 추가적으로 관세율 상향 
조정과 같은 의약품 시장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음. 

• 현지 의약품 제조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다변화 추진 필요
-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아제르바이잔 의약품 시장으로의 진출 및 수출을 위해  

상기 현지 제약공장과의 협력도 좋은 대안임. 
- 상기 현지 의약품 제조기업 면담 결과, 벌크 형태의 의약품 수입 및 의약품 관련 

기술 협력에 긍정적인 입장임.

2) 국내기업 현지진출 사례 관점
• 독일, 미국 등의 글로벌 제약사의 의약품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인도 등 

신흥국의 의약품까지 거의 모든 제품이 유통 중임. 아제르바이잔에 수입되는 의약품 
목수는 3,500~3,700개에 이르고, 저가제품은 터키·러시아·우크라이나·인도·헝가리 
등에서 수입되며, 고가제품은 스위스·독일·이탈리아 등이 주요 공급국임.

• 의료기기 수입은 1억1천만 달러(2012년) → 1억2천만 달러(2013) → 1억3천만 
달러(2014년)로 매년 8~9% 성장세 기록하여 왔으나 2015년은 2차례의 마나트화 
평가절하의 영향으로 7,800만 달러로 수입이 대폭 축소되었음

• 수출여건은 아제르바이잔 시장은 인구 900만의 작은 시장이며 한국과의 원거리 및 
항구가 없어 물류 비용부담이 큰 나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의약품의 경우 부피가 
작아서 물류에 따른 비용부담이 적으며, 또한 수입 관세가 0%로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진출 여건이 좋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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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바이잔 국제건강관리 전시회(BIHE) 활용 가능
- 의료 전문가, 유통 업체, 약사 및 학자를 위한 플랫폼 역할 수행, 연례 3일 행사
-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bihe.az/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한국 기업들은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음

3) 기타 관련 분야 현지진출 사례 관점
• 한국의료산업의 경우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후 2018년 누적환자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큰 성과를 내는 해외환자 유치의 경우 미용‧성형 외 중증질환 환자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지속관리를 통해 한국 의료에 대한 
이미지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음

• EDCF 집행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건립 등 총 
8개 지원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함 
- 국공립 병원건립과 병원 내 의료기자재 공급 사업이 다수를 차지

• 개발도상국 대상 EDCF 보건·의료 사업이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견병원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음
- 중견병원 관계자는“대형병원과 달리 중견병원은 단독으로 해외 진출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며“정부 EDCF 지원사업으로 해외에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말함. 

- 의료 IT 및 의료기기업체도 병원과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
• EDCF 보건·의료 사업으로 향후 개발도상국에서 의료 한류 바람도 기대

-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의료서비스와 의료IT 등을 연계해 수출 확대도 가능
•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보건의료현황, 보건의료체계, 의료관련법, 의료 기관(법인) 설립, 

진료허용범위, 의료시장 동향, 해외조달정보 등 전 부분에 대한 국내자료가 미비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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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WOT 분석 및 전략적 방향 

제1절 SWOT 분석 및 전략적 방향
1. SWOT 분석
1) 제약·의약품 SWOT 분석

<표 14-1> 아제르바이잔 제약·의약품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시장측면]�
∙ 주요 바이어들 한국제품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음[시장측면]�
∙ 한국산 의약품 2017년 174만불수출 실적(한국 

20위)[시장측면]
∙ 한국산 의약품에 대한 평가는 높음[시장측면]
∙ 국내기업의 신북방 3개국에 대한 진출의지는 

높음
∙ 제약·의약품의경우 CIS지역에 대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았음

∙ 원거리에 항구가 없어 물류비용 부담
[시장측면]�

∙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시장측면]

∙ 의약품 수출을 위한 현지 등록에 상당한 시일 
소요[규제측면]

∙ 의약품 관련 한국 진출기업 사례 없음
[진출사례측면]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의약품 시장의 98%를 해외에서 수입하며 규모는 

연간 2억 달러 수준임[시장측면]
∙ 조지아를 통한 우회 수출시수출액 2~3배 증가 예상

[시장측면]
∙ 2,000여개가 넘는 약국 네트워크[시장측면]�
∙ 현재 2개의 자국 제약공장이 있으나 제조의약품 

종류와 수량은 미미함[시장측면]
∙ 보건의료시스템의 혁신 필요성 강함[정책측면]�
∙ 특히 정부간 Top-Down 협의를 통한 획기적인 

진출기회 확보가 가능함
∙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증진됨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정책측면]

∙ 구 소련의 ‘세마쉬코(Semashko) 모델’의잔재
[시장측면]

∙ 중앙집권적인 행정기구이지만 예산의 한계로 
통제력 약화[시장측면]

∙ 만성적인 의료시스템 관리조직의 부패
[시장측면]

∙ 1인당 보건의료 지출 금액이 낮음(한국의 약 
1/10 수준)[시장측면]

∙ 터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우크라이나 등의 
제품이 선점중[시장측면]�

∙ 저가시장 : 터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헝가리, 중국 등[시장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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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기 SWOT 분석
<표 14-2> 아제르바이잔 의료기기 SWOT 분석

∙ 등록절차의 복잡성은 높지 않음[규제측면]�
∙ 산업단지에 등록된 투자자들은 관대한 공공자금 

혜택으로 7년 동안 소득, 재산 및 재산세가 
면제[진출사례측면]

∙ 고가시장 :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시장측면]�

∙ 보건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정책측면]�
∙ 가격통제가 심해짐에 따른 수입상들의 가격 

인하요구 증가 예상[정책측면]�
∙ 의약품 가격통제의 장벽이 존재[규제측면]�
∙ 등록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임[규제측면]�
∙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매 수입건마다 

등록을 해야 하는 번잡함이 존재하여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착되는 경향 
[규제측면]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가격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기기 품질[시장측면]
∙ K-방역에 따른 한국브랜드 이미지 제고[시장측면]
∙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중[시장측면]
∙ 의료기기의 경우 신북방지역에 대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았음

∙ 전통적으로 브랜드 인지도, 품질 평판 등에서 
미국 의료기술과 자원을 선호하는 경향
[시장측면]

∙ 정부입찰의 경우 현지 공급업체가 유리함
[정책측면]�

∙ 상대적으로 신북방지역에 대한 진출 
의지는 미약

∙ 특히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진출 관심 
제고의 어려움 존재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국민들은 선진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터키, 이란, 

조지아 등을 이용하며 선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중임[시장측면]

∙ 자체 제조사 부재로 한국 등 해외 제품수입의 가능성은 
높은 상황임[시장측면]

∙ 공공병원, 소아과, 성인클리닉대부분이 국영이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시장측면]�

∙ 2020년 보편적인 건강보험 시스템 시범도입에 따라 
장비, 의약품외교육, 컨설팅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시장측면]�

∙ 장비의 대부분을 보건부에서 집중 구매(자국 
제조사 부재)[시장측면]

∙ 유가 변동에 따라 보건, 의료 관련 정부의 지출이 
크게 영향을 받음[시장측면]

∙ 의료 서비스, 장비 및 의약품의 높은 비용 및 
의료 근로자의 낮은 급여[시장측면]�

∙ 1인당 보건의료 지출 금액이 낮음(한국의 약 
1/10 수준)[시장측면]

∙ 숙련도가 높은 의사들은 주로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기를 희망함[시장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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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서비스 SWOT 분석
<표 14-3> 아제르바이잔 의료서비스 SWOT 분석

∙ 의료진교육, 병원관리, 컨설팅 등에 대한 구체적 반응 
존재[시장측면]

∙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증진됨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정책측면]

∙ 특히 정부간 Top-Down 협의를 통한 획기적인 
진출기회 확보가 가능함[인터뷰]

∙ 등록절차의 복잡성은 높지 않음[규제측면]
∙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음[규제측면]
∙ 외국 브랜드의 침투 기회 확장 예상[규제측면]

∙ 정부의 저가 구매정책 변화 어려움[시장측면]�
∙ 터키, 헝가리, 파키스탄, 러시아, 인도와 중국 

등 저가제품의 진출 확대[시장측면]
∙ 의료기기, 의약품(보충제 등) 수입시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함[규제측면]
∙ 등록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용되는 것이 

문제점임[규제측면]�
∙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매 수입건마다 

등록을 해야 하는 번잡함이 존재하여 진입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음[규제측면]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상대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시장측면]
∙ 다양한 국내외 디지털 병원 진출 및 운영 사례

[시장측면]�
∙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높음[시장측면]�
∙ 의료서비스의 경우 아시아지역에 이어서 

신북방 지역에 대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았음

∙ 국민들은 선진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터키, 
이란, 조지아 등을 이용하고 있어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약함[시장측면]�

∙ 실질적으로 국내 병원의 상업적 규모의 진출 
사례 부족[진출사례측면]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의무건강보험시스템의 전국적 시행 예상[정책측면]
∙ 건강보험 도입으로 장비, 의약품외교육, 컨설팅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정책측면]�
∙ 등록절차의 복잡성은 높지 않음[규제측면]
∙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증진됨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규제측면]

∙ 숙련도가 높은 자국 의사들은 주로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기를 희망함[시장측면]

∙ 유명병원과 민간클리닉의90%가 수도 바쿠에 
집중[시장측면]

∙ 장비의 대부분을 보건부에서 구매[시장측면]
∙ 유가 변동에 따라 보건, 의료 관련 정부의 지출이 

크게 영향을 받음[시장측면]
∙ 의료 서비스, 장비 및 의약품의 높은 비용 및 

의료 근로자의 낮은 급여[시장측면]
∙ 1인당 보건의료 지출 금액이 낮음(한국의 약 

1/10 수준)[시장측면]
∙ 공공병원, 소아과, 성인클리닉 대부분이 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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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헬스케어 SWOT 분석
<표 14-4> 아제르바이잔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SWOT 분석

이며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시장측면]
∙ 의료시설 건립은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음[정책측면]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 상대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수준[시장측면]
∙ 다양한 국내외 추진 사례[시장측면]
∙ 국내기업의 신북방 3개국에 대한 진출의지는 

높음
∙ 디지털헬스케어의경우 신북방지역에 대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많았음

∙ 한국기업의 진출사례 없음[진출사례측면]
∙ 제품의 단독진출 보다는 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진출 추진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진출사례측면]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 최근 자국의 보건의료서비스 문제점(의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의료서비스에 디지털헬스케어를 접목하거나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음[시장측면]

∙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의지는 강함
[정책측면]�

∙ 특히 코로나 19이후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전환 속도 
가속화 예상[정책측면]

∙ 정부의 추진의지가 높고 동북아 주변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정책측면]

∙ 등록절차의 복잡성은 높지 않음[규제측면]
∙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증진됨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규제측면]
∙ 특히 정부간 Top-Down 협의를 통한 획기적인 

진출기회 확보가 가능함

∙ 디지털헬스케어시장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와 
통계가 존재하지 않음[시장측면]

∙ 시장 발전단계가 극히 초기 단계로서 
성장기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

∙ 구 소련의 ‘세마쉬코(Semashko) 모델’의 
잔재가 남아있어 새로운 디지털 방식에 대한 
수용성 낮음[시장측면]

∙ 1인당 보건의료 지출 금액이 낮음(한국의 약 
1/10 수준)[시장측면]�

∙ 정보통신 인프라의 상대적 낙후성[시장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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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방향 도출
1) 종합 Cross SWOT 분석

[그림 14-1] 아제르바이잔 종합 Cross SWOT 분석

3. 전략적 방향 분석
1) SO 전략 관점
• 한국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인지도를 기반으로 대형 수입바이어 위주의 지방 

시장 공략이 바람직함
• 2021년 전면 시행예정인 의무건강보험 제도와 연계한 공공 의료서비스 우선 공략 

추진(ODA 사업 등 병행)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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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O 전략 관점
• 터키, 이란, 러시아 제품 등의 저가 제품에 대비하여 현지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바람직함
• 국가 간 상호협력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한국과의 경제협력 기반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진출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수출, 대리점, 현지 판매소, 영업법인 설립, 현지 법인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현지진출 확대방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ST 전략 관점
• 정부의 통제가 심한 가격규제 상황 회피,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고 허가가 까다로운 

등록절차의 간소화 및 기간단축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국가적 협력체계 강화 필요
• 상대적으로 부패하고 낙후된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따라 

예상되는 부실채권의 확보 등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 제도(보험제도 등)를  추진하여 
한국 기업들의 현지진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4) WT 전략 관점
• 수출 중심의 진출 형태를 벗어나 현지 수입상 및 현지 제조기업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판로 다변화 추진 필요. OEM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다양한 현지 전시회 참가(예: BIHE2016)를 통한 적극적인 네트워킹 및 마케팅/홍보 

활동 전개 필요
• 통신 인프라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아제르바이잔 ODA 사업을 보건의료분야 

ODA에 집중하여 다각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405





407

15. 아제르바이잔 보건의료 시장 진출 전략 

제1절 아제르바이잔 보건의료 시장 진출 전략

1. 아제르바이잔 진출 전략모델
• 아제르바이잔 진출 전략모델 수립을 위해 미션과 비전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도출하였음
- 미션 : 본 연구의 목적으로부터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핵심 키워드를 

조합하여 미션의 기본 방향을 정의하였음. 이에 따라 정의된 미션은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수출·현지진출 확대로 對벨라루스 산업경쟁력 강화’ 임

- 비전 :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Environment) 분석, 
인터뷰 및 설문 내용, 규제사항, 진출 사례 등을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핵심 키워드를 조합하여 비전의 기본 방향을 정의하였음. 이에 따라 정의된 
비전은 ‘국가 간 상호협력체계 기반 의료산업 경쟁력 차별화’ 임 

[그림 15-1] 미션/비전 방향 설정의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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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 SWOT으로부터 도출된 진출전략 모델은 아래와 같음

[그림 15-2] 아제르바이잔 진출전략 모델

• 미션, 비전, 진출전략 모델을 토대로 진출전략 체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음

[그림 15-3] 아제르바이잔 진출전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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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제르바이잔 진출 전략과제 상세
1) Ⅰ. 국가 간 협력기반 개선
• 첫 번째 과제인 ‘국가 간 협력기반 개선’은 정책/규정 등 제약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도모하여 다양한 제약조건을 개선, 기업의 자유로운 진출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의 상호 진출에 대한 협력의지 및 한국에 대하여 정책 혜택/규제 

간소화에 대한 벨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함이 전제조건임 
• 특히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진출 기회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공감대 확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첫 번째 전략과제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15-1> 전략과제 상세 Ⅰ
전략방향 :Ⅰ. 국가 간 협력기반 개선

추진방향
∙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의 국가간 

협력기반 개선을 통하여 상호간 
인식의 증대 및 진출타당성에 
대한 필요성 제고 및 실행 및 
추진의 가속화 지원

전제조건및 고려사항
∙ 국내 관련 기관의 범부처협력이 필요 

하며, 우방국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정부간 협의의 추진이 필요

전략과제 주요 내용전략과제 이행과제

Ⅰ.1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통한 
진출 기회 마련

1) 정부간 보건의료 
협력필요성 및 공감대 
확보

∙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한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사업의 추진 타당성 검토 및 사전 작업 추진

2) 민간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협의

∙ 다양한  격규제회피, 등록간소화 및 기간단축 
등의 개선을 통한 민간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논의

3) 현지 진출에 따른 다양한 
혜택 확보 협의

∙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기업의 진출시세금, 공공입찰 등에 대한 
다양한 혜택 확보 가능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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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 현지 맞춤 제품 경쟁력 강화
• 두 번째 과제인 ‘현지 맞춤 제품 경쟁력 강화’는 현지 맞춤형 보건의료 ODA사업을 

집중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류 기반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국내 
보건의료사업의 수출 애로사항 지원, 현지 수요 파악하여 수출 유망 제품 발굴, 원활한 
수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현지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여야 하며, 한국 제품, 한류에 대한 
선호도 제고가 전제조건임 

• 두 번째 전략과제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15-2> 전략과제 상세 Ⅱ
전략방향 :  II. 현지 맞춤 제품 경쟁력 강화

Ⅰ.2 
범부처협력을 

통한 
對아제르바이잔
의료협력 체계 

구축

1) 관련 부서의 실무협력 
조직 구축

∙ 국무총리실의 주관하에관련 기관 실무자의 
선정 및 배치

∙ 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관련 규정 구비

2) 실무협력 조직의 정기적 
운영 및 실행방안 도출

∙ 아제르바이잔 관련 부서의 파악 (보건부 등)
∙ 보수적이고 비협력적인  지 관련 부서의 특성을 

감안한 정기협력 체계 구축방안 수립
∙ 실무협력조직(Working Group)의 운영 및 

정기적 성과 달성 노력

추진방향
∙ 브랜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가격경쟁력이 부족한 한국 제품의 
성공적인 침투를 위하여 아제르 
바이잔 현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 및 추진 

전제조건및 고려사항

∙ 현재 공식통계와 시장정보가 체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지 
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및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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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Ⅲ. 현지 친화형 진출모델 다양화
• 세 번째 과제인 ‘현지 친화형 진출모델 다양화’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우선진출, 

현지 협력파트너 확보 강화, 재정 및 금융지원제도 구축 등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하고 사업 리스크가 다소 높은 아제르바이잔에 적합한 진출 및 협력/제휴 모델을 
구축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시장현황/조달정보/전시회/협력 파트너 현황 등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며, 코로나19 대응 등 비대면 플랫폼 통한 현장 상담회 진행 및 교류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조건임 

전략과제 주요 내용전략과제 이행과제

Ⅱ.1 현지 맞춤형 
보건의료ODA 

집중 개발

1) 수원국의 보건의료 ODA 
수요 파악

∙ 한국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한 효율 적인 전략으로 
보건의료 ODA 사업을 추진

∙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원국의 수요 
파악

2) 타당성 평가를 통한 전략적 
ODA 사업 수행

∙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하여 
전략적인 ODA 사업 수행 

3) EU의 디지털헬스케어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 EU의 다양한 지원사업과 국제 적인 협력을 
통하여 아제르 바이잔의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디지털헬스케어기술  이전 또는 제품 수출 지원

Ⅱ.2 한류 기반 
온라인 마케팅 활동 

강화

1) 한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추진

∙ 현지의 한류 인지도 조사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한류 문화 및 초청 인사 선정(홍보 
동영상 제작)

∙ 온라인을 중심으로 오프라인과 결합된 행사 추진

2)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추진

∙ SNS, Youtube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성과분석

∙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안 도출 및 추진



412

• 세 번째 전략과제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15-3> 전략과제 상세 Ⅲ

전략방향 :  III. 현지 친화형 진출모델 다양화

추진방향

∙ 아제르바이잔의 상대인 소규모의 
시장과 우방국들과의 친화관계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진입이 
유리한 공공 부문 진출, 현지 협력 
파트너 확보, 재정 및 금융지원 
제도를 개발하여 추진함 

전제조건및 고려사항

∙ 공공입찰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확보가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입찰정보의 사전 입수, 현지 협력파트너 
정보 확대 등이 필요

전략과제 주요 내용전략과제 이행과제

Ⅲ.1 현지 맞춤형 
보건의료   ODA 

집중 개발

1) 공공입찰 조건에 대한 개선 
추진

∙ 공식적인 협력 경로를 통한 공공 입찰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수집

∙ 국내 기업의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 (가격통제, 
입찰 등록 등)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2) 입찰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제공

∙ 아제르바이잔 공공입찰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수집활동

∙ 국내 기업에게 기회가 있을 수 있는 입찰정보를 
선별하여 대상 기업들 에게 제공

Ⅲ.2 현지 협력 
파트너 확보    강화

1) 현지 협력 파트너 정보 수집 
강화

∙ 제조업체, 수입업체등에 대한 종합 적인 정보 수집
∙ 지속적인 국내 기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한 우선 

협력 파트너 발굴 

2) 현지협력 파트너와의 
정기적인 현장 상담회 운영

∙ 대형 수입 바이어 등 보건 의료 분야별 발굴된 
우선 협력 파트너를 중심으로 국내기업과의 
정기적인 현장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및 운영

Ⅲ.3  재정 및 
금융지원제도    

추진

1) 진출 실패, 손해발생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적절한 
보상 및 보증제도 개발

∙ 다양한 진출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실패보험, 손실보상 및 보증제도 개발 및 운영 

∙ 필요시 관련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2) K-Medical 펀드 활용을 ∙ 정부 차원의 보건의료 전문 펀드 활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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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Ⅳ. 차별화된 시장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네 번째 과제인 ‘차별화된 시장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은 현지 시장 동향정보 수집 

및 공유 플랫폼을 통해 수요 맞춤형 현지 정보 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진출 추진 중인 
기업에게 차별화된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현지 코트라와 협력하고 국내 관심기업의 진출 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조사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ADA 대학이 중요한 진출 플랫폼이 될 수 있으며, 선도적인 
국책과제 개발을 통한 성공사례 개발 및 관련 공공기관 및 현지 컨설팅 회사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네 번째 전략과제의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15-4> 전략과제 상세 Ⅳ

전략방향 : IV. 차별화된 시장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통한 실질적인 진출금융 
제공

사업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진출금융(저리대출 
또는 직접 출자 등) 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 아제르바이잔의 폐쇄적인 정보 

공개정책에 대비하기 위하여 철저 
하게 현지 기반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시장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

전제조건및 고려사항

∙ 체계적으로 현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의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컨설팅 회사들 
과의 협력이 필요

전략과제 주요 내용전략과제 이행과제

IV-1. 현지 시장 
동향 정보 정기적 

제공

1) 기존 정보제공 플랫폼과의 
연동 운영

∙ KHIDI에서 운영중인 기존의 의료 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KOHES)과 연동하여 
아제르바이잔에 좀 더 특화된 시장 동향정보 제공 
플랫폼 구성 및 운영

2) 수요 맞춤형 현지 ∙ 제공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자 의견을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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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조달입찰 정보 등) 
제공 플랫폼 운영

쌍방향 동향정보 제공 플랫폼 구성 및 
운영(필요시 모바일 앱으로 발전)

∙ 아제르바이잔 공공입찰 플랫폼과 연계, 실시간 
입찰 정보 및 입찰 성공 사례 공유

IV-2. 코트라 등과 
협력한 맞춤형 

정보조사   역량 
강화

1) 체계적인 국내기업의 
진출관련 수요조사 역량 
확보

∙ 아제르바이잔 진출 관련 관심 기업의 지속적인 
발굴

∙ 대상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 조사 및 분석

2) 민관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조사 조직 운영

∙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공공 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공동으로 관심분야별 시장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국내 K Medical 
Holdings 등 사례 참조)

∙ 이를 통한 체계적인 정보조사 실시 및 자료화

IV-3. 현지 
대학/연구기관/컨
설팅 업체와의 
정보협력 강화

1) ADA대학과의 실무협의를 
통한 선도사례 발굴

∙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친밀한 AD 대학을 
중심으로 바이오 및 보건 관련 국제 연구과제 
기획 및 추진

∙ 실무조직 구성하여 연구과제 실시 및 성공사례 
발굴

∙ 해외원천기술상용화지원사업, 유레카, 
호라이즌2020 등 관련 연구지원사업 활용

2) 공공 보건관련 연구기관, 
보건 전문 컨설팅 회사와의 
협력 체계 구축

∙ 아제르바이잔 현지의 낙후된 공공 자료 현황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연구기관, 보건의료 전문 
컨설팅 회사의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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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제르바이잔 진출 전략과제 평가
1) 공통/국가별 과제 구분 및 우선순위 평가
• 본 연구를 통해 신북방 서부권 3개국(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이 공통으로 

수행가능한 과제와 국가별 개별과제를 구분하였음  
- 공통과제 : Ⅰ.2 종합재정지원제도 구축 

Ⅳ.1 쌍방향 현지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 아제르바이잔 개별과제 : 

Ⅰ.1 정부 간 협의를 통한 획기적인 진출기회 확보
Ⅰ.2 범부처 협력을 통한 對아제르바이잔 의료협력체계 구축
Ⅱ.1 현지 맞춤형 보건의료 ODA 집중 개발
Ⅱ.2 한류 기반 온라인 미케팅 활동 강화
Ⅲ.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우선 진출
Ⅲ.2 현지 협력 파트너 확보 강화
Ⅳ.2 코트라 등과 협력한 맞춤형 정보조사 역량 강화
Ⅳ.3 현지 대학/연구기관/컨설팅업체와의 정보협력 강화

• 공통과제에 대하여 중요도, 성과 달성도, 실행가능성,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면 ‘종합재정지원제도 구축’이 우선순위가 있음

[그림 15-4] 공통/국가별 과제 구분 및 공통 과제 우선순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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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에서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한 획기적인 진출기회 
확보’와 ‘현지 대학/연구기관/컨설팅업체와의 정보협력 강화’ 과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15-5] 국가별 과제 우선순위 평가

- 핵심 추진과제(최고 우선순위 과제)
∙ Ⅰ.1 정부 간 협의를 통한 획기적인 진출기회 확보
∙ Ⅳ.3 현지 대학/연구기관/컨설팅업체와의 정보협력 강화

- 우선 추진과제(차순위 우선순위 과제)
∙ Ⅰ.2 범부처 협력을 통한 對아제르바이잔 의료협력체계 구축
∙ Ⅲ.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우선 진출
∙ Ⅲ.2 현지 협력 파트너 확보 강화 
∙ Ⅳ.2 코트라 등과 협력한 맞춤형 정보조사 역량 강화

- 선택적 추진과제
∙ Ⅱ.1 현지 맞춤형 보건의료 ODA 집중 개발
∙ Ⅱ.2 한류 기반 온라인 미케팅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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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국가별 과제 실행 단계
• 우크라이나/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 3개국 공통과제의 세부 실행단계는 아래와 같음

- Ⅰ. 종합재정지원제도 구축
∙ Step 1 : 진출 실패, 손해발생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적절한 보상 및 보증제도 

개발(‘20년 하반기~‘21년 하반기)
∙ Step 2 : K-Medical 펀드 조성을 통한 실질적인 진출금융 제공

(‘20년 하반기~‘24년 하반기)
∙ Step 3 : 성과분석/사후관리(‘23년 상반기~‘24년 하반기)

- Ⅱ. 쌍방향 현지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 Step 1 : 품목등록한 한국 제품에 대한 DB 구축(‘20년 하반기~‘22년 하반기)
∙ Step 2 : 한·우크라이나/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 간 거래 형태별 DB 구축

(‘21년 상반기~‘22년 하반기)
∙ Step 3 : 쌍방향 현지 의료정보 플랫폼 설계 및 구축

(‘21년 상반기~‘22년 하반기)
∙ Step 4 : 플랫폼 기반 우크라이나/벨라루스/아제르바이잔 현지 기업 DB 제공

(‘22년 상반기~‘24년 하반기)
∙ Step 5 :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22년 상반기~‘24년 하반기)
∙ Step 6 : 성과분석/사후관리(‘23년 상반기~‘24년 하반기)

[그림 15-6] 공통과제 실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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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바이잔 국가별 8개 과제의 세부 실행단계는 아래와 같음
◦ 핵심 추진과제(최고 우선순위 과제)

- Ⅰ.1 정부간 Top-Down 협의를 통한 획기적인 진출기회 확보
∙ Step 1 : ‘정부간 Top-Down 협의의 단계적 추진(‘20년 하반기~‘22년 하반기)
∙ Step 2 : 정부간 Top-Down 협의 관련 민간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21년 상반기~‘22년 하반기)
∙ Step 3 : 정부간 Top-Down 협의 관련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 지원

(‘21년 상반기~‘22년 하반기) 
∙ Step 4 : 정부간 Top-Down 협의 성과분석/사후 관리(‘23년 상반기~ )

- Ⅳ.3 현지 대학/연구기관/컨설팅업체와의 정보협력 강화
∙ Step 1 : ADA대학과의 실무협의를 통한 선도사례 발굴

(‘20년 하반기~‘22년 하반기)
∙ Step 2 : 공공 보건관련 연구기관, 보건 전문 컨설팅 회사와의 협력체계 구축 

(‘21년 상반기~‘22년 하반기)
∙ Step 3 : 성과분석/사후 관리(‘23년 상반기~ )

◦ 우선 추진과제(차순위 우선순위 과제)
- Ⅰ.2 범부처 협력을 통한 對아제르바이잔 의료협력체계 구축

∙ Step 1 : 관련 부서의 실무협력 조직 구축(‘21년 상반기~‘23년 상반기)
∙ Step 2 : 실무협력 조직의 정기적 운영 및 실행방안 도출(‘21년 하반기~‘23년 

상반기)  
∙ Step 3 : 성과분석/사후 관리(‘23년 하반기~ )

- Ⅲ.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우선 진출
∙ Step 1 : 공공입찰 조건에 대한 개선 추진(‘21년 상반기~‘23년 상반기)
∙ Step 2 : 입찰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제공(‘21년 하반기~‘23년 상반기)    
∙ Step 3 : 공공조달 진출 지원 및 사후관리(‘23년 하반기~ )

- Ⅲ.2 현지 협력 파트너 확보 강화 
∙ Step 1 : 현지 협력 파트너 정보 수집 강화(‘21년 상반기~‘2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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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2 : 현지협력 파트너와의 정기적인 현장 상담회운영
(‘21년 하반기~‘23년 상반기)  

∙ Step 3 : 성과분석/사후관리(‘23년 하반기~ )
- Ⅳ.2 코트라 등과 협력한 맞춤형 정보조사 역량 강화

∙ Step 1 : 체계적인 국내기업의 진출관련 수요조사 역량 확보
(‘21년 상반기~‘23년 상반기)

∙ Step 2 : 민관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조사 조직 운영
(‘21년 하반기~‘23년 상반기) 

∙ Step 3 : 성과분석/사후관리(‘23년 하반기~ )

◦ 선택적 추진과제 
- Ⅱ.1 현지 맞춤형 보건의료 ODA 집중 개발

∙ Step 1 : 수원국의 보건의료 ODA 수요 파악(‘21년 상반기~‘22년 상반기) 
∙ Step 2 : 타당성 평가를 통한 전략적 ODA 사업 수행(‘22년 상반기~‘23년 하반기) 
∙ Step 3 : EU의 디지털헬스케어지원사업과 협력 체계 구축(‘22년 상반기~‘23년 

하반기) 
∙ Step 4 : 성과분석/사후관리(‘24년 상반기~ )

- Ⅱ.2 한류 기반 온라인 미케팅 활동 강화
∙ Step 1 : 한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추진(‘22년 

상반기~‘24년 상반기) 
∙ Step 2 :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구축(‘22년 상반기~‘24년 상반기) 
∙ Step 3 : 성과분석/사후관리(‘24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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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7] 국가별 과제 실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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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제르바이잔 종합의견

변화를 꿈꾸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시장  
• 코카서스 남부, 카스피해 서안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19세기 중반 세계 최초로 

유전이 개발된 곳임. 현재 석유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산업은 아제르바이잔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임.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소위 ‘자원의 저주’, ‘네덜란드병’을 
막고 자, 원유산업을 통해 획득한 수익을 바탕으로 경제다변화, 산업다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그 중 ‘서부유라시아지역의 교통물류 허브로의 도약’은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전략 중 하나임. 바쿠 신항 개발, 아제르바이잔-조지아- 
터키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 등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연계를 통한 유라시아 
교통물류회랑과 러시아-이란을 연결하는 남북 회랑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유라시아 
시대,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아제르바이잔의 협력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아제르바이잔 자체로는 인구 약 1,000만 명의 협소한 시장이지만, 터키, 이란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규모를 포함하면 약 6,000만 명이라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진출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아제르바이잔으로의 진출은 주변 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디아스포라는 '흩뿌리거나 퍼트리는 것' 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든지 타의적이든지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자어로는 
파종 또는 이산이라고도 한다. 유목과는 다르며, 난민 집단 형성과는 관련되어 있다.

• 그러나, 다른 관련 CIS국가와 유사하게 아직도 舊 소련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국내 기업들의 진출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지 않아서 적극적, 시급하게 진출을 
모색해야 하는 국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또한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의 부담도 큰 
제약사항이 있음 

• 현재까지 상업적인 규모의 한국기업 진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로서 자체적인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 조달 사업에 
입찰하여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거나, 전시회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현지의 
수입무역상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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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우수한 IT분야 기술을 의료분야에도 적용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디지털 헬스케어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이와 함께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인증, 등록, 정부조달 사업 수주에도 
유리하므로,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 합작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 간 협의를 통한 진출 기회 확보 
• 현재까지 한국은 ODA를 통하여 주로 식수공급 및 위생 분야(물관리 분야)(57.1%)를 

지원하였고 이어서 정부 및 시민사회, 교육, 운송 및 저장, 산업, 광업 및 건설 등의 
분야가 상위를 차지하였음

• 아제르바이잔의 국내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는 하나 서방의 인권 및 언론 자유 
탄압에 대한 압력, 야당 및 이슬람 세력의 소규모 반정부 소요사태, 만연한 부정부패 
등은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2020 전략: 미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전통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요 목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과의 국가 협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제까지 한국 정부는 주로 에너지와 건설관련 협력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한국의 
K-Medical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기반으로 정부 간 협의를 추진할 경우 국내기업들의 
진출 기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선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교두보 확보 추진
• ADA 대학과 같은 선도대학을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여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ADA 대학은 2006 년 3월 아제르바이잔 외무부에 의해 
설립한 대학으로서 대통령의 법령에 따라 ADA는 2014년에 대학으로 전환하였음. 동 
대학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공식 및 비공식적인 깊은 관련성이 있는 대학으로서 
아제르바이잔의 진출 교두보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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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 대학의 경우, 현재까지 지속적인 자문관 파견이 있었고 현지 대학에 근무하는 
한국 교수도 활동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용이해 보이며, 바이오 
분야의 과정 및 전문대학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내 대학과의 연계,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연구과제 추진, 국가 연구과제의 추진 등을 통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확보할 경우 아제르바이잔 정부와의 협력체계 강화 및 기업들의 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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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망 수출품목 검토
	 3.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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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주요 정부 대응조치 요약(단계별)
	 
	 3) 포스트코로나 대응 정책
	 포스트코로나의 변화 동향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대응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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