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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정보
1. 국가개황
2. 거시환경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1. 국가개황
1) 일반
면적

756,096.3㎢ (세계 38 위 )

1 인당 GDP
총 GDP

13,910 USD(2015 년, 세계 53 위)
2,505억 USD(2015, 세계 40위 )

인구

17,508,260 명

언어

스페인어

종교

가톨릭(66.7%), 개신교(16.4%), 기타 (16.9%)

환율
(‘15년 8월 기준)

1 페소 = 1.66 원 (2015년 11월 기준 )

(1) 지리
○ 남아메리카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칠레는 해안선의 길이가 6,435km
에 이를 정도로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북쪽으
로는 페루, 북동쪽으로 볼리비아, 동쪽으로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남극해와 면하고 있음1)
-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태평양 연안지역(4,270km)을 보유하고 있으며, 육로
를 통해 파라과이, 우루과이, 브라질까지 운송이 가능하여 중남미 물류허
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2)

(2) 기후
○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어 위도에 따라 다양한 기후가 나타남
- 북부(남위 27°~32°) : 사막지대, 아열대성 기후, 연평균 기온 16℃
- 중부(남위 32°~38°) : 지중해성 사막기후(온대기후 ), 사계절이 있으며 여
름에는 건기(고온건조), 겨울에는 우기(온난다습)3)
- 남부(남위 38°~44°) : 한랭기후, 강우량 풍부 , 연평균 기온 9℃4)
1)
2)
3)
4)

외교부 (2009) 칠레 개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015) KOTRA 국가정보 칠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015) KOTRA 국가정보 칠레
외교부 (2009) 칠레 개황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0 -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3) 인구
○ 칠레의 인구는 17,508,260명 (2015.07)으로 세계 64위이며 , 연 0.82%의
낮은 인구 증가율(세계 137위)을 보이고 있음5)
- 24세 이하 인구가 약 36.34%를 차지하는 젊은 국가(25-54세 43.21%, 55세 이상 20.46%)
-

인구구성(2015):

0-14세(20.46%),

15-24세(15.88%),

25-54세(43.21%),

55-64

세(10.24%), 65세 이상(10.22%)

[그림 1] 칠레 인구분포도(2015)
출처: http:// www. cia.gov /

(4) 민족
○ 칠레는 메스티소(60.7%), 백인(29%), 인디오(10.3%) 로 구성되어 있음
[ 표 1 ] 칠레 민족구성
백인, 비토착민

마푸체(원주민)

아이마라족

기타 원주민

88.9%

9.1%

0.7%

1%

출처 : CI A The World Factbook(2015)

5) CIA World factbook(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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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교
○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톨릭 신자가 다수를 차지(66.7%)하고
있으며 , 개신교(16.4%), 기타종교 (16.9%) 순임 6)

(6) 경제규모
○ 칠레의 1인당 GDP(2015)는 13,910달러로 세계 53위이며,7) 2015년도 경
제성장률은 2.3%~2.9% 내외로 전망됨 8)
- 광업분야와 건축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구조로, 특히 정부가 내수를 촉진하
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지출을 확대
* 중남미 주요국가 1 인당 GDP(‘15): 칠레(13,910 달러), 아르헨티나(13,271 달러), 브라질(9,312
달러), 멕시코(10,174 달러), 콜롬비아 (6,895 달러)

2)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개요
○ 칠레는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로, 이는 아시아 국가가 남
미 국가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사례임
○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 등 무역장벽 철폐에 힘입
어 교역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08년 사이 對 칠레 교역의 연평
균 증가율은 35.4%로, 동기간 對 세계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인 15.1%를
크게 상회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로 對 칠레 수출 및 수입이 동반 하락하였지만,
이후 회복하여 70억 달러 내외의 교역규모를 유지

○ 칠레 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받아, 각종 경제개발 사업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며, 한국과 칠레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015) KOTRA 국가정보 칠레
7) IMF(20 15) World Economic Outl ook Database
8) 주칠레대사관 (201 5) 201 4년 및 2015 년 경제성 장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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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근에는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 칠레를 방문하
여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와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등 고부가가치 신산
업 협력 등을 위한 총 15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였음9)
- 주요 내용: 워킹홀리데이,
MOU

사회보장, 방산 및 군수협력, 정보통신기술

개정 , 중소기업 및 글로벌 창업 협력 , 보건의료협력 등

- 15건의 양해각서: ① (의료 총4건) 원격의료 등 IT헬스 협력 양해각서,
중국인 환자유치 상품개발 협약 , 의료인력 확보 ․교육을 위한 의료기관 인
수 협약 및 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F/S) 계약 등 4 건, ② (제약 총 3 건)
의약품 공급 및 합작기업 설립 등 양해각서 3건 , ③ (의료기기 총 8 건)
한국의료기기 기업 진출 협력 , 수출 ․합작기업 설립 등 양해각서 8건

[ 그림 2 ] 한국 - 칠레 MOU 체결
출처 : 정책브리핑(2 015.4.28.), 사진으로 보는 중남미 순방 이야기③ 칠레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칠레 양국의 관세당국 간 협력관계
가 굳건해지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우리나라의
대(對) 칠레 수출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10)

9) 정책브리핑 (2015 .4.28.), 사 진으로 보는 중남미 순방 이야기 ③ 칠레
10) 관세청 (2015 .04), 보도자 료 [한국 - 칠레 관세청 양국 정상 임석 하 에 ‘세관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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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對 칠레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0

3

0

1,063

1,000

2001

1

0

63

0

2002

0

0

0

0

2003

3

2

15,300

5,500

2004

3

3

1,782

11,510

2005

5

2

3,306

638

2006

9

8

4,931

4,327

2007

12

2

30,331

26,295

2008

4

2

2,720

2,630

2009

7

2

6,054

6,052

2010

4

3

39,932

18,929

2011

12

6

145,976

145,556

2012

16

3

36,943

15,270

2013

15

5

14,792

34,199

2014

13

6

43,859

41,126

합계

160

66

414,666

368,629

출처 : 한국수출입은 행

○ 우리나라가 칠레에 투자한 규모는 교역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
은 규모임
- 우리나라의 對 칠레 해외직접투자(2014년 12월말 기준): 총 66건, 3.7억 달러
(멕시코: 31억 달러, 페루: 15억 달러)

○ 우리나라의 對 칠레 해외직접투자는 광업 (69.1%) 및 도소매업 (15.4%)
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이외 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임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4 -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2) 교역
○ 우리와 칠레의 교역 구조는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
로, 우리나라의 對 칠레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對 칠레 교역은 공산품을 수출하고, 동 (銅) 등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며 , 동 관련 수입의 對 칠레 의존도가 높아 적자형 구조를 가짐
[ 표 3 ] 연도별 한-칠레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
금액

출

수
증가율

금액

입

무역수지
증가율

금액

2000

593

30.2

902

10.6

-309

2001

573

-3.4

696

-22.8

-123

2002

454

-20.7

754

8.3

-300

2003

517

13.9

1,058

40.3

-541

2004

708

36.9

1,934

82.8

-1,226

2005

1,151

62.5

2,279

17.9

-1,128

2006

1,566

36.1

3,813

67.3

-2,247

2007

3,115

98.9

4,184

9.7

-1,069

2008

3,032

-2.7

4,127

-1.3

-1,096

2009

2,229

-26.5

3,103

-24.8

-875

2010

2,947

32.2

4,221

36.0

-1,274

2011

2,381

-19.2

4,858

15.1

-2,477

2012

2,469

3.7

4,676

-3.7

-2,207

2013

2,458

-0.5

4,658

-0.4

-2,200

2014

2,083

-15.2

4,810

3.3

-2,727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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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對 칠레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2014)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총

수출
금액

구분

증가율

수입
금액

증가율

계

2,083

-15.2

총 계

4,810

3.3

자동차

1,060

-16.9

동제품

1,825

10.5

합성수지

165

-1.3

동광

1,395

-13.9

무선통신기기

65

-19.8

기타금속광물

306

56.8

자동차부품

65

-15.9

제지원료

256

-13.1

고무제품

44

-12.4

곡실류

206

6.9

석유제품

39

-80.0

목재류

130

44.2

철강판

38

-45.4

정밀화학원료

105

1.1

섬유및화학기계

34

46.0

육류

98

-7.4

건전지및축전지

34

13.1

아연광

81

98.6

건설광산기계

33

-34.8

금은및백금

69

-43.8

출처 : 한국무역협회

[그림 3] 한국 -칠레 간 주요 수출입 품목(2014)
출처: http://www.etne ws.com/201 51028000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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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 분야 교류
○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체결11)
- 2015년 4월,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은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병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진료정보 교류, 모바일 헬스(mHealth) 전
략 공동수립 등 ICT 활용 첨단의료 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칠레는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의료인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특히
전체 의료진 중 60%이상이 수도 산티아고에 있어 의료진 부족현상을 겪고 있음
- 이에 칠레 정부차원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 원격 의료가
진출할 수 있는 여건과 잠재력이 큼
- 본 협력을 계기로 칠레 시장에 우리나라 원격 의료시스템의 진출 기회로 보고 있음

○ 병원정보시스템(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현대화 사업(SIDRAⅡ)에
한국 참여 방안 협의12)
- 순방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칠레 보건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칠레에서 추
진하는 병원정보시스템(HIS) 현대화 사업(SIDRAⅡ)에 한국 참여방안 논의
- SIDRA(Sistema de Informacion de la Red Asistencial)Ⅱ: 150개 병원에 대해
병원 간 정보교환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불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전망(84p 참조)

○ 칠레 산티아고서 ‘ 한․칠레 비즈니스 포럼’ 개최
- 2015년 4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칠레산업협회(SOFOFA)와 공동으로 ‘한․칠레 비
즈니스 포럼’을 개최해 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양국 경제인과 정부인사 등이 참
석하는 한․칠레 FTA 개선방안, 보건 분야 등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한국과의 의료기기 교역현황
- 2014년 한국의 對칠레 의료기기 수출 규모는 약 887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40% 증가
- 최근 5년간 한국 의료기기 수입액은 연평균 24% 증가, 칠레 의료기기의 한
국 수출은 전무
- 꾸준한 무역수지 흑자 상승과 함께 칠레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비중이 점
진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격의료에 적합한 중남미, 한국 원격의료 진출 계기 마련’ 20 15.04.30
1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칠레, 브 라질 보건부 와 보건의료협 력 양해각서 체결 ’ 2015.0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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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 한국과 칠레의 의료기기 수출입 동향(2010~201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 처,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보고(2010 ~2014)

○ 한국과의 의약산업분야 교역현황
- 의약품산업의 경우 對 칠레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며, 수출은 2005년도 약
287만 불을 기록했으며 2004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기타 의약품(소매용), ▲항 결핵제·구충제·항암제, ▲백
신, ▲박테리아물품, ▲핵산, ▲ 진단용 시약, ▲붕대 등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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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시환경
1) 정치
(1) 개요
○ 실업문제는 칠레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서 최근 정부들은 일자리 창
출을 위해 수출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13)
- 칠레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정책에 힘입어 중남미에서 에콰도르, 페
루에 이어 세 번째로 실업률이 감소한 국가14)(8.2%(2010) → 5.9%(2013))
- 2014년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원자재 수요하락, 내수경기 둔화 등 경기침체
로 다시금 실업률이 6.3%로 상승하였으며 2015년에는 6.6%까지 오를 전망
- 특히 청소년실업률이 23.9%, 청년층(20-24세)의 실업률이 14.8%로 경제활
동이 가장 왕성해야 할 청년층의 실업률도 높은 수준15)

○ 2014년 3월 , 바첼렛 대통령은 지지율 54%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으나
가족 및 측근들의 부패 스캔들과 경제 불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바첼렛 대통령은 ‘06~‘10년 첫 여성 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민주주의 발전과
안정적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퇴임 당시 지지율이 85%를 기록
- 그러나 바첼렛 대통령 가족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는 사건 발생하면서, 지지
율 하락과 국정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어16) 바첼렛 대통령은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임

13)
14)
15)
16)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작성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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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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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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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전략
○ 정부는 2014년부터 모두를 위한 칠레(Chile for All) 실현을 목표로 공정
한 분배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3대 개혁(교육개혁, 조세개혁, 정부개
혁)을 추진하고 있음
[표 5] 칠레의 3대 개혁 주요 내용
3대 개혁

주요내용
ㅇ 교육을 서비스시장이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여
무상교육을 확대
ㅇ 바첼렛 후보의 교육개혁은 시장에 맡기는 기존의 틀을 고수하되, 민간
교육기관이 제공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에서 요구하는

교육개혁

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달성하는 민간교육기관에 한해 보조금 지원
- 보조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교육기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 (GDP의 1.5~2%)
ㅇ 고등교육감독기관을 신설하여 교육 질 관리, 대학정원의 20%를 하위
40% 계층에게 배당, 대학이 없는 칠레남부지역에 100 여개 대학 신설,
전국에 공공기술양성센터 설립 , 대학 등록금 인상폭 고정 등을 실행
ㅇ 조세 개혁을 통해 교육 개혁을 비롯해 보건 및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조세 개혁을 통해 조달

조세개혁

- 목표 : GDP 의 3%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조세구조 변화로
2.5%, 탈세방지로 0.5% 달성)
ㅇ 경제적 관점보다 사회적 형평성과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ㅇ 민주적, 조직적, 참여적 과정을 통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가

정부개혁

합류되는 관점의 정부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보고 , 정부 개혁을 준비
-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음

출처 : http:// www.economiayneg ocios.cl/noticias/noticias.asp?id=12 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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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정책방향
○ 칠레 정부는 2014년 두 달 간 경제 각료 회의의 논의를 통해 공공・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27가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관료적인 행정시스템 개선 , 기존 투자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이
중단된 투자사업(약 60억 달러 규모) 재개
[표 6 ]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조항
개선사항

주요 내용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사무소 환경업무 관련 공공・행정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
2) 환경평가원 (SEA) 능력개발 워크숍 시행
3) 환경평가원 (SEA)의 역할 ·기능 강화

행정시스템
개선 대책
조항
(13조항 )

4) 환경영향평가 (SEIA)에 대한 규정 재검토
5) 환경영향평가 (SEIA)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매월 각료회의 제출
6)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전국 15 개주 대표자 역할 수행
7) 환경평가원 (SEA) 행정시스템 개선
8) 원주민개발공사(CONADI)의 역할·기능 강화
9) 수력발전소 (DGA)의 역할 ·기능 강화
10) 민간 컨설팅 업체들의 수리권 관련 능력개발 워크숍 시행
11) 해양 이권 관련 디지털 플랫폼 개발
12) 해양 이권 관련 담당기관의 역할·기능 강화
13) 전국 해안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설정
1) 환경 분쟁 종료에 관한 법령 개정
2) 환경평가원 (SEA)의 수행 업무 명확화
3) 환경영향평가 (SEIA)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명시
4) 농업부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통합적 기준 마련
5) 대규모 수력발전소 (DGA) 건설에 관한 법령 개정
6) 수리권 관련 법령 (DGA del D.S. 14 de 2012) 개정

법령 수정
조항 (14조항 )

7) 소규모 수력 발전시설(20MW급 이하)과 기존 전력망 연결 기준안 마련
8) 소외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최소 월 2 회 소집 의무화
9) 광업법(광산 폐쇄 관련 조항, DS 27/2001) 개정
10) 광업법(광업 생산물 보호 조항) 개정
11) 광업법(광산개발 투기 방지 조항) 개정
12) 광업법 제21 조항(지질학적 채굴작업을 하는 모든 자는 관련 작업을
통해 얻은 기본적인 정보를 당국에 제공해야 함) 개정
13) 해양 이권에 관한 승인 절차 간소화
14) 국가 자산 관리부서 및 기타 정부 기관의 국토 재정비사업 기준안 마련

출처 : h ttp://www.economiaynegocios.cl/noticias/n oticias.asp?id=12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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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로 그간 행정시스템 및 관련 규제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온 에너지・ 광업 투자 프로젝트(중단된 투자의 약 80% 차지)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Alberto Arenas 칠레 재무장관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칠레 정부의 관료
적 ・비효율적 행정시스템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칠레 투자 프로젝트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Carlos Dumy 칠레상공회의소 (CNC) 부회장은 최근 몇 년간 투자 승인절
차와 같은 구조적인 부분으로 인해 칠레 내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가 중
단 ・연기되었는데, 금번 대책으로 향후 주재국 진출 기업인들에게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Javier Hurtado 칠레건설협회(CCHC) 연구본부장은 금번 조치에 대해 대
체적으로 긍정 평가하나, 일부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 허가
에도 불구,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된 사례가 발생
하였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는 정부의 승인 허가가 떨어진 프로젝트에 대
한 보다 확실한 추진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칠레 상공연합연맹(CPC) 또한 , 이번 대책에는 프로젝트 승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여전히 누락되어 있어 승인 과정에서의 소요되는 시간
이 단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명

○ 투자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인적자원
개발과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칠레는 경제 개혁정책으로 인
해 상실된 투자매력도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17)

(4) 대외정책 기조
○ 미국, EU, 한국 , 일본 등 전 세계 국가들과 FTA를 적극 체결하고 있으
며, 2010년 1월 남미 국가로서는 최초로 OECD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
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18)
- 2012년 6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결성하여 신경제블록을 형성하였으며, 미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위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도 참여19)

17) 칠레 주요언론(El Mercurio, Estrategia), 주 칠레 대사관 작성
1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 015.01), 2015 세계국가편람
1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 015.01), 2015 세계국가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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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에 적극적이며, 태평양동맹, TPP협정을 통한 수출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음
-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국인 칠레는 지역 경제블록 가입 또는 참여 노력과 개별 국가
와의 쌍무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중남미 무역자유화 허브 역할을 담당20)
- 또한 중남미 역내 국가들 뿐 아니라 역외 국가와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 한국, 미국, 일본 등과 FTA를 기체결
- 최근에는 베트남과 FTA를 신규 체결하고, 태국과도 FTA 협상을 완료 및
서명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협력을 확대21)

[표 7] 칠레의 수출다변화 노력 현황
구분
자유무역협정

주요 내용
ㅇ 호주, 캐나다 , 중국,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한국,

(Free Trade

터키, 미국, 베트남 등 전 세계 60여 개국과 지역무역협정을

Agreements)

체결하여 세계 최대 수준의 무역 네트워크를 보유
ㅇ 2012년 6월 멕시코 ,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은 태평양

태평양동맹

동맹을 결성하였으며, 2014년 2월 역내 교역품 92%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에 합의
ㅇ 칠레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 브루나이, 미국,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베트남 등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주요 협상국
ㅇ 현재 역내 상품 ‧서비스 관세 철폐 ,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조율 등의 협상이 진행 중
출 처 : 한국수출입 은행 해외경 제연구소(2015.04 ), 칠레 국가현황 및 진 출방안

2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 015.04), 칠레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 015.04), 칠레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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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1) 경제 구조 및 규모
○ 2013년에는 교육부문 지출 확대, 대선을 앞둔 정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
지가 적자 전환되었으며, 2014년에는 구리수출 축소 및 4/4분기 중 경기 부양
적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8%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22)
- 칠레 정부는 교육부문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2014년 세
재개혁을 단행하는 등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기준금리 인하, 환율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증가23)
- 칠레 중앙은행은 변동환율제도와 함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운용하
고 있으며, 관리 목표 소비자 물가상승률 범위를 3%±1%p로 설정하고 있음
- 2010~2013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4 년에는
확장 통화정책 기조 지속,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인상, 채소를 비롯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관리목표 수준을 초과한 4.4%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
록한 것으로 추정됨
- 중앙은행은 2013년 10월(5.0%→4.75%)부터 2014년 10월 까지 8차례 기준금리
를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3.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칠레의 1인당 국민소득은 명목기준으로는 약 16,000불, 구매력 기준으
로는 약 20,000달러 수준으로 중남미 국가 중 최고 수준임
○ 칠레는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OECD 에 가입한 국가로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도 빈곤탈출이 아니라 소득분배, 선진국 진입 등
을 표방하는 중소강국임24)
○ 칠레의 자원부국으로 경제성장률이 국제원자재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는 하나 안정적인 정치·경제 구조로 국민소득 역시도 큰 등락 없이 꾸
준히 증가하는 편임

22) IMF(2015), World Ec 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 5
23) IMF(2015), World Ec 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 5
24) IMF(2015), World Ec 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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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10

2011

2012

2013

2014

광물

44,552

49,083

46,259

43,776

41,041

구리

41,361

44,670

41,955

40,019

37,872

과일

3,691

4,173

4,165

4,644

4,862

펄프류

3,105

3,625

3,285

3,538

3,572

임업 및 원목가구

1,883

2,225

2,122

2,262

2,548

연어 등 어류

2,804

3,632

3,542

4,180

5,007

금속품, 기계 및 장비

2,409

2,917

2,865

3,026

3,192

946

1,317

1,163

1,176

1,200

기타

11,721

14,466

14,389

13,875

14,253

합계

71,109

81,438

77,791

76,477

75,675

기타 산업장비

출처 : 칠레 중앙 은행

○ 칠레는 제조업 보다는 광업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이 이루어진 경제구조로 인해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공산품을 비롯한 기계와 중간재 등을 수입에 의존함25)
- 칠레에서는 세계 1위 매장량을 보유한 구리를 비롯한 광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그 외 펄프, 과일, 포도주, 수산 등 1차 산업이 주류

○ 칠레에서 민간투자가 가장 큰 부분은 광업으로 국제 구리가격 상승에 따
른 경기 호조는 현지 발전소 건설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국내경기
활성화, 소비증가, 기업 투자활동 확대 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
○ 이에 따라 광업이 칠레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치로 보이는 GDP
대비 산업별 비중에 상관없이 칠레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높음
[ 표 9 ] 2014년 칠레 주요산업별 지수 동향
(단위: %)

구분

12월 기준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광업

7.6

-0.9

0.9

제조업

2.6

3.1

-0.9

전기 , 가스 , 수도

4.4

2.0

2.4

소매판매

41.4

1.9

2.4

슈퍼마켓

23.3

-0.3

2.6

0.5

-1.1

-

건설업

연간 증감율

출처 : 칠레통계청 , 칠 레 건설업 상공회의소
25) IMF(2015), World Ec 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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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지표 및 전망

[ 그림 5] 칠레 경제성장률 전망(%)
출처: IMF(2015), World Econ omic Outlook Database, Oc tober 2015

○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이후 지속적으로 높
은 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2013년 들어 성장률이 한 풀 꺾이고 있음26)
○ 칠레경제는 수출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구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데 2013년 하반기부터 자원가격하락세에 따라 구리가격도 하락한 것이
경기상승이 꺾인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그 외에도 칠레 신정부 출범 후 조세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외국기업들이
동 개혁안의 경과를 관망하느라 투자가 줄어든 것도 원인 중 하나임27)
○ 2014년 초 칠레중앙은행은 2014년 경제성장률을 4.0% 정도로 예상하였
으나 광산분야 투자 감소, 민간소비 감소, 국제 구리가격 하락, 對중국 수
출 감소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1.9%로 하락함
○ 2015년에는 구리 생산량이 늘어나고 조세개혁의 윤곽이 드러나 불확실성
이 제거되어 3.6% 가량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6) IMF(2015), World Ec 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 5
27) IMF(2015), World Ec 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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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 칠레 주요 경제지표
(단 위: %, 십억 달러)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2016 *

경제성장률

5.7

5.8

5.5

4.3

1.9

2.3

2.5

국내총생산

217.283

250.651

265.134

276.659

258.017

240.041

240.309

경상수지

1.7

-1.2

-3.6

-3.7

-1.2

-0.7

-1.6

물가상승률

1.4

3.3

3.0

1.9

4.4

4.4

3.7

실업률

8.2

7.1

6.4

5.9

6.4

6.6

7.0

구

분

자료: IMF(2 015), World Economic Ou tlook Database, October 2015
*주 : 2015, 2016 추정치

○ 칠레는 투명한 정부정책,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 건전한 거시경제 환경
등에 기반한 우호적 외국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28)
- 2013년 기준 칠레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금액은 천억 달러 규모
- 특히, 광업, 서비스 , 전력 등 인프라 부문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그림 6 ]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출처 : 칠레중앙은행
단위 : 백만 달러

○ 지난 20년간 칠레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29)
-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UNCTAD)의 ‘2014년도 세계투자보고서 ’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 중남미 내 3위, 세계 17위 기록

2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 015.04), 칠레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9) http:// www.ec onomia.gob.cl/wp- content/uploads/2015 /01/INFORME-INV-EXTR ANJERA.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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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외국인직접투자규모 (2014)
출처: UNCT AD(2014)
단위 : 10억 달러

[그림 8] 산업별 FDI 규모 (2009-2013)
출처: CIE, 칠레외국인 투자위원회
http://www.ciechile .gob.cl/en/inv ersion-en-chile /estadist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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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 국가별 FDI 규모 (2009-2013)
출처 : CIE, 칠레외국인투자위원회
http:// www.ciechile.gob.cl/en/in version-en-chile/estadi sticas

○ 칠레는 효과적 재정·통화정책, 정부의 투명성, 금융부문 안정 등을 이유로
최근 평가 등급이 Moody's, Fitch 및 S&P로부터 각각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Aa3, A+, AA- 등급을 부여받고 있음 30)
[ 표 11]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

(2014.10.)

2 등급

(2013.10.)

S&P

AA-

(2012.12.)

A+

(2007.12.)

Moody's

Aa3

(2013.10.)

Aa3

(2010. 6.)

Fitch

A+

(2014.10.)

A+

(2013.10.)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04), 칠레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3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 015.04), 칠레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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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화
(1) 역사
[표 12] 칠레의 주요 역사
연도

주요 내용
1541 년

1557 년 ~ 18 세 기 말

잉카제국 영토 일부에 대해 스페인의 식민지 건설 시작
식민지 지대: 페루 부왕 지속, 총독에 의해 통치, 가톨릭 교회가 정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침

1810 년

자치 정부 수립 & 국민의회 구성

1818 년

독립: 베르나르도 오이긴스 (칠레 독립투쟁의 영웅)

1830 년 ~ 19 세 기 말
1881 년
1879 년 ~ 1883 년
1932 년

안정적인 경제발전 노력
아르헨티나와 조약 체결: 마젤란 해역에 대한 주권 확보
태평양 전쟁 승리: 북부 아타카마 사막 병합
헌정질서 복구: 급진주의 정당과 소수의 마르크스주의 집단의 정권 장악

1934 년 ~ 1964 년

정부 주도 하의 경제개발: 사회복지제도의 확장 및 교육제도의 개선

1964 년 ~ 1970 년

장기적인 사회· 경제개혁 착수(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 대통령)

1970 년 ~ 1973 년

세계 최초로 선거에 의해 사회주의 정권 출범(살바도르 아옌데고센스 대통령 당선 )

1970 년
1974 년 ~ 1989 년
1989 년
1990 년 ~ 1994 년
1994 년 ~ 1999 년

군부 쿠데타로 정권 전복, 4두 체제의 군사정권 수립
16년 간 군정 실시(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우가르테 대통령)
피노체트 대통령의 추가 집권 연장 여부 국민투표 실시
16년 6개월 만에 문민정부로 복귀(아일윈 아소카르 대통령):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국정
운영 추진 , 군정의 잔재 청산 및 민주주의 제도 개혁 추진
꼰쎄르따씨온 정권 재 창출(에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테이글 대통령 ): 지속적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및 2000년대를 대비한 장기적 국가발전 기반 구축
제3기 여당연합 정권(리까르도 라고스 에스꼬바르 대통령): 선진 칠레 건설을 목표로 경

2000 년 ~ 2005 년

제개발 및 정치개혁 단행, 인권유린 진상조사 발표 등의 과거청산에 성공, 2005년 여야
합의로 1980년부터 계속되어온 군부우위의 헌법을 문민우위의 민주적 헌법으로 개정

2006 년 ~ 2009 년
2010 년 ~

제4기 여당연합 정권 및 최초의 여성 대통령 당선(미첼레 바첼레트 대통령): 자유주
의적 개방경제정책 계승,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 정책 추진
중도우파 정권 창출 (미겔 후안 세바스티안 피녜라 에체니케 대통령): 20년 간의 중도
좌파 정당( 꼰쎼르따씨온)에서 중도우파 정당으로 정권 변화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 15.04), 칠레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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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는 1541년 스페인 페드로 데 발디비아에 의해 식민지로 정복되어
1818년 독립할 때까지 스페인의 식민지시기를 겪음
- 1818년 독립투쟁의 영웅 베르나르도 오이긴스가 아르헨티나 산 마르틴
장군의 지원을 받아 마이푸 전투에서 스페인군을 격파함으로써 독립 쟁취

○ 독립 이후 1830년부터 19세기 말까지 경제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20세기 초부터는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다가 1932년 헌정질서를 복구함
- 이 시기 급진주의 정당과 소수의 마르크스주의 집단이 정권을 장악하였으
나 특별한 개혁은 이루지 못함

○ 1934년부터 1964년까지는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였으며 ,
이 시기 사회복지제도를 확대하고 교육제도를 개선함
○ 1964년 당선된 에두아르도 대통령은 자유 속의 혁명을 구호로 내세우
며, 장기적인 사회·경제개혁에 착수하였으나, 좌파로부터는 개혁이 불충
분하다는 이유로 , 우파로부터는 과격한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정
치 공약 실현에는 실패함
○ 1970년부터 1973년까지 집권한 살바도르 아옌데고센스 대통령은 세계 최
초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회주의 정권으로서 , 쿠바, 월맹, 북한 등 대
표적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를 체결함
- 36%의 비교적 소수의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제정책 실패 등이 거듭되어 1973년 군부 쿠데타 발생

○ 1973년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의해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 주도 하에 4
두 체제의 군사정권이 수립되었으며, 1974년에는 대통령에 취임하여 16년간
군정을 실시함
- 1988년 피노체트 대통령의 8년간의 집권 연장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결
- 1989년 대통령 및 상·하원 의원 선거 실시

○ 1990년 취임한 아일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6년 만에 문민정부로 복
귀하였으며 ,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원만한 국정 운영을 통해 군정의 잔
재 청산 및 민주주의 제도 개혁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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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에는 에두아르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중도좌파 정권이 재창출됨
-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 및 2000년대를 대비한 장기적
국가발전 기반 구축에 주력

○ 2000년대 들어서는 두 번의 여당연합정권이 출범하였는데, 2000년 리까르
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제 3기 여당연합 정권이, 2006년에는 제 4기 여당
연합정권이 출범함
- 제3기 여당연합정권: 선진 칠레 건설을 목표로 경제개발 및 정치개혁 단행,
인권유린 진상조사 발표 등의 과거청산 성공, 2005년 여야합의로 1980년부
터 계속되어온 군부우위의 헌법을 문민우위의 민주적 헌법으로 개정
- 제4기 여당연합정권: 최초의 여성 대통령(미첼레 대통령) 당선, 자유주의
적 개방경제정책 계승과 동시에 교육, 보건, 연금 개혁 등을 통한 빈부 격
차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중점 추진

○ 2010년 당선된 미겔 후안 세바스티안 피녜라 에체니케 대통령이 제35
대 칠레 대통령 당선되면서 20년 간 지속되어 온 중도좌파 정권에서
중도우파 정권으로 교체됨

(2) 언어 및 인종구성
○ (다양한 인종) 칠레는 메스티소(60.7%), 백인(29%), 인디오(10.3%)로 구성
되어 있으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팔레스타인 등 다양한
인종이 사는 이민국가임
[표 13 ] 칠레 민족구성
백인, 비토착민

마푸체(원주민)

아이마라족

기타 원주민

88.9%

9.1%

0.7%

1%

출처 : CI A The World Factbook (2015 )

○ (아시아 음식에 대한 호감) 칠레는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내에서 아시아 음식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 시장 규모 자체도 급성장 하고 있음
- 1인당 아시아 음식 소비액은 46.9달러로 멕시코 (17.3달러)의 세 배 , 페루
(33.6달러)의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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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중남미 주요국가
아시아 음식 시장
규모(2012)

[그림 11 ] 중남미 주요국가
1인당 아시아 음식 소비액
(2012)
출처: KOT RA(2 015) 국가정보 칠 레

출처 : KOTR A(2015) 국가정보 칠레

[그림 12 ] 칠레 아시아 음식
시장 규모(2007-2012)
출처: KOTRA(2015) 국가정보 칠레

(3) 치안
○ ( 낮은 부정부패) 칠레는 소수의 엘리트 정치를 지향해왔기 때문에 공무원
의 부패도가 세계 20위권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임
- 관공서 민원처리 과정에 뇌물관행이 없어, 일 처리가 다소 늦고 융통성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함31)
- 국제투명성기구 투명성 지수 (‘14)에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순위가 높은
세계 175개국 중 21위를 차지 32)

○ (안전한 치안 상황) 칠레는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치안이 좋은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강력범죄가 많지 않은 대신 소매치기와 같은 경범죄 발생률이 높음33)
- 미국 FTI Consulting 에서 발표한 2014년 중남미 국가별 치안등급에서 칠
레는 2등급을 기록, 비교적 안전한 치안 상황
-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마약과 연계된 조직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34)

31)
32)
33)
34)

KOTRA(2015) 국가정보 칠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 015.04), 칠레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외교부 (2014 ) 해외안전정보 칠레
FTI Consulting(20 14) Public Insecu rity in Lat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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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 중남미 국가별 안전 수치(2014)
국가명

위험수준

전망

베네수엘라

5

부정적

과테말라

5

부정적

멕시코

5

긍정적

브라질

4

긍정적

콜롬비아

4

긍정적

볼리비아

4

긍정적

아르헨티나

3

부정적

파라과이

3

부정적

파나마

3

희망적

우루과이

2

긍정적

칠레

2

희망적

코스타리카

2

긍정적

출처 : FTI Con sultin g
*위험수준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이고 , 1단계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으로 평가됨

(4) 한국에 대한 인식
○ (한류에 대한 높은 호감) 칠레 내에서 K-POP에 이어 드라마까지 한류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이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소비로 이어지고 있음
- 한국 대사관에서 2013 년부터 한국 드라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한국 드
라마 홍보물 배포, 관련 퀴즈대회, 경품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칠레의 현지 한류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 주 시청자들 층은 10~20대에 한정

[그림 13 ] 칠레의 한류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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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 ) 한국의 2013년도 대 칠레 100대 주요 수출품목
중 수입시장 점유율 면에서 1위 22개, 2위 33개, 3위 13개 등 5위 이내
품목이 84개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림35)
- FTA 발효 이후 칠레 시장 내 한국과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개선돼
칠레 및 중남미에서 ‘Premium Korea’ 이미지가 확고히 자리 잡음
- 승용차와 전자제품 등 첨단제품에 있어 칠레 시장점유율 1위로 칠레 국민의 한
국 브랜드 선호도는 최고 수준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고품질 제품이라 인식함

(5) 공중 보건
○ (공공보건에 대한 낮은 지출 ) OECD 국가 중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
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로 46.9%였으며, 다음은 멕시코로 47.3%였고,
가장 큰 국가는 네덜란드로 85.6%였으며 , 그 다음은 덴마크로 85.3%였음
○ (비만 인구의 증가 ) 2013년 칠레 성인 인구의 약 30%가 비만 인구로 , 정
부가 적극적으로 비만 인구 감소를 위해서 노력 하고 있음
- 보건부는 2020년까지 건강 캠페인(Elige Vivir Sano)을 진행하면서 비만에
서 비롯되는 질병에 대한 교육을 시행
- 정부가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권장하고 나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으
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그림 14 ] 칠레 성인비만 유병률(%)
출처 : 미국 중앙정보부CIA, 미국 중앙정보부CIA, http://ko.actualitix.com/coun try/chl/ko- statistic s-health-chile.ph p

(6) 비즈니스 관습
○ (언어) 칠레에서는 영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스페인어 명함 및 카탈로
그를 만들고 스페인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함
35) KOTRA, 한 -칠레 FT A 발효 1 0년 , 성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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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 주문 선호) 칠레에서의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정적인 거래를 선호하
는 바이어의 특성으로 다품종 소량 주문이 일반적이므로 소량 주문에 유
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36)
- 칠레 인구는 약 1,750만 명으로 상대적으로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바이
어들이 처음부터 대량주문을 하기 보다는 다품종을 소량 주문

○ (독점권 요구 성향 ) 칠레 바이어는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어, 처음부터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60개국과 FTA를 맺고 있는 칠레는 완전 개방 자유무역국가로 경쟁이 치
열하기 때문에 같은 제품으로 가격 경쟁하기 보다는 새로운 제품으로 시
장을 선점하고 싶어함
○ (관계 형성 ) 칠레 사람들은 No라고 말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관심 없

는 경우에도 흥미롭군요(interesante), 좋아요(bueno) 등의 표현을 사용
○ (업무 추진 ) 남반구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의 8월에 해당하는 2월이 여름휴
가 기간이며, 휴가 기간에는 담당자가 2주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주의 사항 ) 칠레 국민들은 출신이 다양하고, 비즈니스계에서도 이러한 출신
국가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이해가 필요함
- 칠레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팔레스타인 등 다양한 인종이 사
는 이민 국가이며, 이러한 이민국별 주요 가문에 의해 칠레 재계가 좌지우지
-

스페인계(마떼(Matte),

에라수리스(Errazuriz)),

독일계(폴만(Paulmann)),

이탈리계(앙헬리니 (Angelini)), 크로아티아계 (룩시치 (Luksic))

4) 기술
○ (스마트폰 확산)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의 개선, 단말기기 가격 하락 등으
로 인해 2014년 칠레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
나로 스마트폰이 꼽힘 37)
- 2014년 칠레 스마트폰 보급대수, 전년 대비 26.4% 증가해 1000만 대 돌파 전망

36) KOTRA(2015) 국가정보 칠레
37) KOTRA, 칠 레 스마트폰 시장 청신호 , 20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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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의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 성
장여지가 큼
[표 15 ] 라틴 아메리카의 스마트폰 보급률 추이(%)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41.9%
30.0%
39.7%

49.7%
36.0%
45.3%

55.5%
41.0%
50.4%

60.3%
45.0%
55.1%

63.7%
49.0%
58.4%

66.3%
52.6%
60.9%

브라질
멕시코
페루
라틴아메리카 평균

20.8%
34.3%
25.9%
25.5%

28.3%
41.2%
31.8%
31.9%

34.4%
47.2%
37.1%
37.5%

40.4%
52.1%
42.3%
42.7%

45.0%
57.5%
46.8%
47.1%

47.6%
62.6%
51.0%
50.6%

출처:http:// www.adlatina.com/pu blicidad/colombia- es-el-te rcer-mercado- de-smartphones-de -latinoam%C3%A9 rica

○ (인터넷 보급률) 2015년 기준 칠레는 70.5%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
며, 이는 중남미 주요국가의 인터넷 보급률 수치를 비교했을 때 가장 높
은 수준임
- 칠레 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 평균 인터넷 보급률 80%를 목표로 설정
- 세계은행에 따르면 칠레 도시지역에서의 인터넷 보급률은 약 90% 로 매우
높은 수준
[표 16 ] 라틴 아메리카의 인터넷 보급률 추이(%)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62.4%
58.7%
53.0%

66.7%
63.0%
57.3%

70.5%
66.8%
61.1%

71.7%
68.0%
62.3%

72.7%
69.0%
64.0%

73.5%
69.8%
65.0%

74.2%
70.5%
65.8%

브라질
멕시코
페루
라틴아메리카 평균

49.3%
44.9%
43.5%
46.3%

53.1%
49.7%
48.1%
50.3%

55.7%
53.8%
52.6%
53.5%

58.2%
57.8%
57.1%
56.1%

59.5%
61.2%
61.1%
58.0%

60.3%
64.5%
64.3%
59.5%

61.1%
67.4%
67.3%
60.9%

출처 : eMarke ter, April 2 015, confirmed an d repu blished, July 2015

5) 제도
□ 외국인 정책 및 제도
○ 지난 1950년대 이후 칠레에는 다양한 외국인투자촉진 법률이 마련되어 왔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 외국인투자법 DL 제600호」 는, 1974년 최초로 제
정된 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 (2010년 10월 21 일 최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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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한시장으로의 접근 가능성
· 투자금액의 예치일로부터 1 년 후에는 투자자본금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하거나 회
수할 수 있음
· 투자법인의 철수 및 투자금액의 청산 시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 면제( 승인된 투자금
액 한도 내에서)
·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한 규정이나 제도 적용(「 외국인투자법」 제9조)
· 외국인투자위원회(CIE) 에 외국인투자 차별 규제 완화를 건의
· 정부의 고정적 관세율 및 부가가치세율 보장
· 광업 관련 고정적 광업세율 보장

· 칠레정부와의 투자계약 체결 등

○ 칠레 정부는 지난 2014.9월 세제개혁 외국인투자법 DL 600 폐지 등 추진 입
장을 발표한 이후 외국인투자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신규 법안을 발표하였음38)
- 칠레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2014년9월 8일부터 2015년 1월13 일 간 생산성 ・
혁신・성장을 위한 46가지 의제를 설정하여 외국인투자법 (DL600) 폐지에
따른 외국인투자 위축 방지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규 법안 제정
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
- Rodrigo Penailillo 칠레 내무장관은 2015년 1 월 30일 동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외국인직접투자법안을 하원에 제출
[ 표 17] 외국인직접투자법안 입법화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칠레 정부가 지난 1974 년7 월 정치 불안정성 및 경제 저성장
요소 등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법적 장치로서 외국인투자자가 일정 요건 충족 시 , 칠레 정부
와의 투자계약을 통해 ① 자유로운 외환시장 접근 허용 및 ②외
외국인투자법
(DL 600)

국인투자 배당액의 해외 송금 시 일반세율 ( 개인종합소득세 ) 대
신 10년간 고정세율(42%)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옴
 다만, 고정세율이 현행 개인종합소득 일반세율 (35%)보다 높아
적극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며, 칠레 정부는 O ECD 회원국 가입
이후 정치・ 경제적 안정성 및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조치 등
을 이유로 동 법안을 2014 년9월 폐지한바 있음

38)
http:/ /www.ciechile .gob.cl/en/e spanol- pre siden ta- bachelet-promulgo- nue va-ley- marco-para-la-inversion- extranjera-enc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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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제1조~9 조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개념 명확화
 최소 외국인투자금액 요건 500 만 미불로 규정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적용 범위 규정
 외국인투자 배당액의 해외 송금 및 외환시장 접근에 관한 권리 규정
 자본재의 수입 판매·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IVA) 면제
 국내 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간 차별 금지
외국인직접투자법안
(Ley Marco para
la Inversion
Extranjera
Directa)

제2장: 제10~11 조
 외국인투자 촉진・ 장려 전략에 관한 내용 규정
제3장: 제12~14 조
 외국인투자 촉진・ 장려를 위한 각료회의 연간 1-2 회 개최
 각료회의 역할에 관한 내용 규정
제4장: 제15~19 조
 외국인직접투자진흥청(Agencia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xtranjera) 설립 형태, 운영 및 역할에 관한 내용 규정
제5장: 제20조
 외국인투자법(DL600) 하에 체결한 계약건의 경우, 4년 기간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고정세율(44.45%)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제6장: 제21조
 지방정부의 지방 외국인직접투자진흥청 설립에 관한 권한 부여

- 칠레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외국인직접투자법안은 이전 외국인투자법안
(DL 600)의 ‘고정세율 선택 권리’조항 삭제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내용면
에서 큰 변화는 없음
- 다만 , 칠레의 경우 별다른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
고 있어 투자매력도 및 외국인투자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안 필요성
이 지속 요구되어 옴
- 외국인직접투자법안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① 현 외국인투
자위원회(CIE: Comite de Inversiones Extranjeras)의 외국인직접투자진
흥청 (Agencia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xtranjera)으로 개편 ・확대
한다는 조항 및 ② 투자자문위원회 구성 조항 등이며, 외국인접투자진흥청
설립 이후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이 예상되
어 향후, 칠레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역할이 기대됨39)

39) 주 칠레 대사관 , 칠레 경제동향 http://chl.mofa.go.kr/ korean/am/chl/policy /both/index.jsp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39 -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 전통적으로 칠레는 정부가 직접적인 시장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외국인투자의 경우에도 투자유치 정책 및 일반적인 시스템만을 관리할 뿐
투자진출 후 시장 내 활동에 대해서는 내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음
- 칠레정부는 내 ·외국인투자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
- 칠레 내 투자인센티브는 프로젝트 규모 , 투자지역, 투자분야 및 기술정도
에 따라 다르게 결정

[ 표 18] 칠레 내 투자인센티브 현황
내용
 칠레정부는 ‘Todo Chile’ 프로그램을 통해 산티아고를 제외한 지역에
1) 투자타당성조사
인센티브

서 진행되는 40만 달러 이상 신규투자 ( 증설투자는 25만 달러 이상 )
에 대해 투자타당성조사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액은 투자액의2% 이내에 최대 6만 달러로 조사 소요비용의
50%까지임
 칠레행적구역은 산티아고수도권(RM: Metropolitana de Santiago)
과 14 개 지역(region)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지역적으로 개
발이 필요한 최북단XV지역, Tierra del Fuego 등에 투자 시 조세
감면, 보조금 , 연구비 지원 등 일부 인센티브를 부여함 . 단 , 광업은
인센티브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법률(DFL: Decreto Fuerza Ley) 15 인센티브
ㅇ해당지역: 칠레정부가오지 (奧地)로지정한Arica y Parinacota(XV),

2) 지역별
인센티브

T arapaca(I), Aysen(XI), Magallanes(XII), Log Lagos(X) 중 일
부(Chiloe, Palena)
ㅇ수혜대상: 연 매출액 100 만 달러 이하 기업 (대형 광산업체 및 수산
업체 제외) 및 최대 140 만 달러 이하의 프로젝트
ㅇ수혜내역: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 투자액의 20%에 대한 보조
ㅇ관련기관: 칠레생산진흥청 (CORFO)
! 법률(DL 889) 인센티브
ㅇ해당지역: 칠레정부가오지 (奧地)로지정한Arica y Parinacota(XV),
T arapaca(I), Aysen(XI), Magallanes(XII), Log Lagos(X) 중 일
부(Chiloe, Pal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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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혜대상: 대형광산업체 , 금융서비스업체 , 수산업체 제외 모든 외국
인 투자기업
ㅇ인센티브: 상기에서 언급한 지역거주민 채용 시 고용보조금 제공 ( 고
용인력 1인당 최저임금의 17% 환급, Aysen, Magallanes, Chiloe,
Palena 지역은최저 임금의 20% 이상 지급 시에만 지원)
ㅇ관련기관: 칠레국세청 (SII)
! 나바리노(Navarino) 법
ㅇ해당지역: Magallanes(XII) 지역
ㅇ수혜기간: 2035년까지
ㅇ수혜대상: 제조업 , 광산업 , 수산업 , 운송업 , 관광업관련기업
ㅇ인센티브
 제1종 법인소득세 , 부가세 , 수입관세 감면
 칠레 본토에 대한 총 판매액의 20%에 해당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의 현금지원
ㅇ관련기관: 칠레생산진흥청 (CORFO), 칠레국세청 (SII)
! 띠에라델후에고 (Tierra del fuego) 법
ㅇ해당지역: Magallanes(XII) Porvenir, Primavera 지역
ㅇ수혜기간: 2036년까지
ㅇ수혜대상: 제조업 , 농축수산업 , 광산업 , 운송엉 , 관광업관련기업
ㅇ인센티브: 제1 종 법인소득세, 부가세, 수입관세, 재산세 등 감면
ㅇ관련기관: 칠레생산진흥청 (CORFO), 칠레국세청 (SII)
! 토코피야(Tocopilla) 법
ㅇ해당지역: 제Ⅱ지역 Tocopilla 항구
ㅇ수혜기간: 2027년까지
ㅇ수혜대상: 광산장비 및 부품제조 업체, 광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ㅇ인센티브: 제1 종법인소득세 , 수입관세감면
ㅇ관련기관: 칠레생산진흥청 (CORFO), 칠레국세청 (SII)
! 아리카(Arica)법
ㅇ해당지역: Arica y Parinacota(XV 지역 )
ㅇ수혜대상: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기업으로

Arica 지역에서는

약

140,000 불, Parinacota 지역에서는 약 70,000 불이상 투자시 수혜
ㅇ인센티브
 Arica 지역에서는 고정자산 취득 30% 까지, Parinacota 지역에서는
고정자산 취득 40% 까지, 관광국에서 승인받은 관광프로젝트는 40%
까지 1종법인 소득세감면
ㅇ관련기관: 생산진흥청 (COR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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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스트랄(Austral) 법
ㅇ해당지역: Aysen(XI), Magallanes(XII) 및 Plaena(X 지역 )
ㅇ수혜대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투자업체가 대상으로 지역에 따라
70,000불에서 10,500 불 이상 투자 시 수혜
ㅇ인센티브: 1종 법인소득세를 투자액에 따라 10%, 15%,32% 감면
ㅇ관련기관: 생산진흥청 (CORFO)
! 로타 및 발파라오소 관광투자 인센티브
ㅇ수혜대상: Lota, Valparaiso 지역에서 10 만 달러 이하의 관광지 투자
ㅇ인센티브: 투자액의 40% 한도 , 최대 7 만 달러
ㅇ관련기관: 칠레생산진흥청 (CORFO)
 칠레생산진흥청 (Corfo)은 고도기술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고도기술분야는 ICT 분야 , 생명공학, 신소재 , 전자공학 등으로 칠레
천연자원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기술도 해당됨
 외국기업은 지역에 상관없이 50만 달러 이상인 고도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칠레 국립기술센터, 법인, 기관 등이 외국기업과 연계
시 50만 달러 이하도 가능 ) 수혜 대상이 되며 , 칠레기업은 V 지역의
3) 고도기술
인센티브

발파라이소에 100만 달러 이상 고도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에 해당됨
 ‘고도기술 프로그램(Programa de Alta Tecnologia)에 의한 지원으
로는 고정자산 취득의 40%(최대 2백만 달러 한도 ), 사전조사비용 3
만 달러 이내 지원
 이 외에도 고용인력 보조금으로 고객센터, 수리 센터, 제조, 유통 및
물류 등은 연봉 25% 한도 , 최대 5,000 달러, 정보통신, S/W 개발,
지식센터, 기술개발센터 등은 연봉 50% 한도 , 최대 25,000 달러( 외국
전문가는 연봉30% 한도)를 지원
 칠레생산진흥청 (Corfo)은 R &D 부문의 민간투자촉진을 위해 인센티
브를 공여하고 있음

4) R&D 투자
인센티브

 칠레 내 1종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100 UTM(약 84,000달러 ) 이
상 R&D 투자를 한 경우 수혜대상이 되며, 칠레생산진흥청의 사전승
인이 필요함
 최고15,000UTM(약 126만 달러 ) 한도 내에서 1종소득세 35% 감면인
센티브가 제공되고 1종소득세 나머지 65%로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함

○ 칠레 정부는 내·외국인투자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투자법(DL600)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있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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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에서도
2015년 전체 189개 국가 중 41위를 기록

[ 그림 15] 칠레의 비즈니스 환경
출처 : 세계은행( World Bank)(2015), Doing Busine ss 2 015

□ 무역 및 조세제도
○ 수입의 약 70%가 무관세 수입41)
- 2003년부터 일부제품을 제외하고는 6%의 단일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FTA 체결국의 경우에는 개별 협정관세를 부과함
- 2013년 기준 FTA 체결국에 대한 실효관세율이 1% 미만으로 사실상 수
입품의 약 70% 가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
- 관세 이외에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기준으로 19% 의 부가세가 부과되
며 담배, 주류, 사치품 등에 대해서는 추가세금이 부과됨

○ 2014년 9월, 법인세 상향조정, 탄소세 부과 등의 조세개혁법 통과로 기업
부담이 증가함42)

40) K OTRA, 칠레 투자환경 (2013.9)
4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 015.04), 칠레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4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 015.04), 칠레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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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법인세 구조 ) 기업은 귀속 기준 과세와 현금 기준 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 기준 과세의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추가소득세 원천 징
수율이 상이해질 수 있음
-

(납세 제외 기금 폐지)

2017년까지

납세

제외 기금(FUT,

Fondo

de

Utildades Tributarias)을 폐지함. FUT는 기업의 수익을 회계 처리할 때,
향후 투자를 위해 동 기금에 넣어둘 경우 납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였으
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폐지됨
- (탄소세 부과) 남미에서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
함. 2018년부터 50MW 이상 화력발전소 운영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톤당
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며,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 시에는 탄소세가 면제됨
[표 19] 법인세 구조
귀속 기준 과세
현금 기준 과세
(Attribution-basis taxation) (Cash-basis t axation)
25%
27%

구분
1종 소득세 주1) 2)

35%

추가소득세
(비거주자 이익배당 시 원천징수)

(배당률에 상관없이
귀속소득 기준 과세)

0~35%
( 배당률에 따라 상이)

1종 소득세 환입

-25%

0~-17.55%

(비거주자 원천징수 시)

(100% 환입 )

(65% 환입 )주3)

총 소득세

35%

27 ~ 44.45%

주 1) 귀속 기준 : 21%('14) → 22.5 %('15) → 24%('16) → 25 %('17)
현금 기준 : 21 %('14) → 22.5%('15) → 24 %('15) → 25.5%('17) → 27 %('18)
주 2) 1종 소득세는 법인, 2종 소득세는 개인에 부과
주 3) 칠레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 거주자일 경우, 100% 환입 가능(‘ 03.7월, 한 -칠레 조 세조약 발효)

□ 세제
○ 바첼렛 정부는 2014.3월 출범 이후 소득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충을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왔으며, 사회 각 부문의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2014.9.26.(금) 세제개혁 법안이 통과됨
[표 20] 칠레 세제개혁 법안 (주요제도 변경사항)
세제개혁 이전
1. 법인세
(1종 소득세)
인상

작성 2016.1.

세제개혁법안 통과 이후

 기업 순수익의 20%를 부과
 기업 주주의 종합소득세 계

 기업

주주는

Atribuida)과

납세

통합시스템(Renta

부분통합시스템(Sistema

산 시, 기업에서 거둔 수익

Integrado Parcial)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

에 한해 법인세 부과분 만큼

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시스템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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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개인 종합소득세 부과기준 및 세율도 이
에 따라 달라짐
① 납세 통합시스템 선택 시: 기업 순수
익의 25%를 법인세로 납부(2017년까
지 단계적 인상)
② 납세 부분통합시스템 선택 시 : 기업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여 부
과

순수익의

27%를

법인세로

납부

(*2018 년까지 단계적 인상 )
※ 각 기업들이 상기 두 가지 납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요 의사결정
요인으로는 ▲기업 수익 (실적 ) ▲기
업 대표 및 주주의 수 ▲국내 또는
해외기업(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 최대 이
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

 납세 통합시스템과 납세 부분통합시스
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
택한 시스템에 맞춰 종합소득세 납부
비율이 달라짐.
① 납세 통합시스템 선택 시: 주주의 수
익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개

2. 개인 종합
소득세

 기업 주주는 기업에서 회수한

인의 전체 소득(수익) 가운데 35%를

수익 가운데 0-40%를 개인

개인 종합소득세로 부과(※ 단, 법인

종합소득세로 부과

세 부과분 만큼을 개인 종합소득세에

 기업 주주의 종합소득세 계

서 공제)

(2종 소득세)

산 시, 주주가 기업에서 거

② 납세 부분통합시스템 선택 시: 주주의

인하

둔 수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수익 회수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

분 만큼을 공제한 나머지를

과하며 ▲주주가 칠레 거주자인 경

종합소득세로 부과

우, 회수 수익의 0~35% ▲비거주자
인 경우, 회수 수익의 35%를 각각
개인 종합소득세로 부과 (※ 단, 회수
시점 법인세율의 65%만큼 개인 종
합소득세에서 공제되며 , 주주가 기업
수익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개인 종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주주가 수익의 재투자분 (미
3. 납세제외
기금(FUT)
점진적 폐지

작성 2016.1.

배당분 )과

 2018 년부터 폐지

납세제외기금

 완전한 회계체제를 지난 재투자분(미배당

(FUT)에 등록된 수익을 회

분) 및 납세제외기금(FUT)에 등록된 수

수하지 않는 한, 동 금액은

익은 현행 법인세율의 65%만큼만 공제될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단,

예정이며,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2018

이를 사용할 경우에 한해 현

년도

법인세율(납세

부분통합시스템)인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45 -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27%를 적용하여 9.45%(35%의 27%) 부
행 법인세율인 20%를 부과

과 및 개인 종합소득세율 35%을 합쳐 총
44.45%가 부과될 예정
 FUT 회계연도 2018년(2017.1.1)부터 폐지

 중소기업들은 14 bis, 14 ter,
4. 중소기업

14 quarter 등 총 3가지 회

세제 변경

계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인세를 납부

 2015.1.1 부터 회계 방식을 14 ter로 단
일화하고, 이를 14 pyme 로 개칭하여
세금을 부과
 세금 납부기한을 현행인 12 일에서 최대
60 일로 연장
 업종별 기업들의 연매출 추정치 한도를

5. 수익추정 납세
제도 변경(칠레 정
부가 업종별로 기
업들의 세금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해
도입)

 업종별 기업들의 연매출 추
정치 한도를 ▲농업관련 기
업 14,000UF ▲광업관련 기
업 42,000UF ▲교통관련 기

▲농업관련 기업 9,000UF ▲광업관련
기업

17,000UF

▲교통관련

기업

5,000UF로 하향 조정함
※ UF(Unidad de Formento): 인플레이
션과 연동되어 있는 칠레 비화폐성 계

업 5,260UF로 정함

산단위로 1UF는 24,595 페소(약 40미
불, 2015.1월 기준)

 부동산업 기업(건설사 포함)들이
6. 부동산 양도소

최대 가치 4,500UF 상당의 부동

득세 공제한도 축

산(토지가격 제외)을 매도할 경

소

우,

225UF의

양도소득세를

공제

 양도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최대 가치를 2,000UF로 하향 조정하고,
공제액은 225UF로 이전과 동일하게 유
지

 50MWT이상의 발전시설에 대해 환경세
부과
 신규 차량 구입 시 차량별 ▲판매가격
▲연비 ▲ 배출가스(질소산화물) 배출량

7. 환경세 도입

등에 따라 부과되며, 이에 따라 차량 가
격 최소 30,000 페소(약 50미불 )에서 최
대 5,800,000페소 (약 9,666 미불 )까지 상
승할 것으로 예측
 담배에 대한 종가세 비율을
60.5%로 적용하고, 담배 1 개

8. 교정세
(담배세 및
주류세 ) 인상

비당

약

5.4페소

(0.000128803UTM)의

세금

을 부과
 와인과 맥주는 15%,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27%의 세

 담배에 대한 종가세 비율을 30%로 하
향 조정하는 한편, 종량세는 8배까지 확
대하여 부과
 와인과 맥주는 20.5%,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31.5%의 세금을 부과

금을 부과
출 처 : 칠레 대통령실 홈페이지, 주칠레대사관 작성)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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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관리
○ 임금결정은 유연한 편이나, 고용‧해고 관련 유연성은 낮은 편44)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2014-15)에서 칠레는 144개국 중 33위를
기록했으나, 노동시장효율성 부문에서는 50위를 기록함. 임금결정 유연성(25위),
조세–노동공급 관계(28위) 등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고용‧해고 유
연성(66위), 정리해고 비용(120위) 등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함
-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으나, 높은 물가, 빈부격차 등으로
임금인상을 둘러싼 시위가 빈번함. 2013년 법정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8.8%
상승한 210,000페소이며, 최종 임금은 기업별 노사협상을 통해 결정됨
- (고용) 칠레 노동법에 따라 25인 이상의 기업은 종업원의 85% 이상을 칠레 국
적자로 고용해야함. 최소 고용계약기간은 1개월로 1회 연장이 가능하나, 추가
연장 시 혹은 계약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영구 고용계약으로 전환됨
- (해고) 고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계약기간 중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할 수 있음. 해고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종업원
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없이 해고할 수 있음
- (퇴직금) 자발적 사직서에 해고직원의 서명을 받아 노동청에 신고하면 별도
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 시에는 퇴직
금 지급의무가 있음

43) 주 칠레 대사관 , http:// chl. mofa.go.kr/korean/ am/chl/policy/both/inde x.j sp
4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 015.04), 칠레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47 -

II. 세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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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체계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1. 보건의료산업
1) 의료서비스 산업
○ 바첼레트 정부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건강복지분야이
다. 공공건강에 대한 보장은 우리 칠레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라고 언급하며 칠레 국민들의 의사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법적인 개혁까지 이끌 예정임45)
- 정부는 건강복지분야에 총 80.2% 의 예산을 늘리기로 결정
[표 21 ] 건강복지분야 예산액
2014

2015

2016(예정 )

약 738억

약 1,329억

약 1,677억

(약 444억 6,821만 페소)

(약 801억 1,814만 페소)

(약 1,011억 1,814 만 페소)

출처: MINSA, http:/ /we b.minsal.cl/ campana-mas- medicos- y-especialistas/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80명의 의료인을 하위 의료기관에 배치하고
4,000명의 전문의와 치과의사의를 기타 의료기관에 배치할 것이고 의료혜
택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46)
○ 2015년 올해에는 약 538명의 전문의가 투입되었고, 이들 중 약 370명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해 정식으로 투입한 공공의료기
관의 인력임
○ 2015년에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을 합하여 1,089명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2014년에 모든 의대 졸업 대상자의 60%에 달하는 숫자임 . 이 수
치가 100%에 달하도록 앞으로 정부는 의대생의 교육수준을 올리기 위해
더 노력할 예정임47)
- 의대생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더 늘릴 계획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전문의
수가 부족한 내과 , 소아과 , 외과, 마취과, 성인정신과 분야의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예정임
45) MINS A, h ttp://web.minsal.cl/campana-mas- medic os-y-especialistas/
46) MINS A, h ttp://web.minsal.cl/campana-mas- medic os-y-especialistas/
47) MINS A, h ttp://web.minsal.cl/campana-mas- medic os-y-especialis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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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계획으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인구수 대비 의사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OECD평균이 의사 1명당 인구 2,000명의
수준인데 반해 칠레는 의사 1인당 인구 4,300명으로 수치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의사 1인당 인구 2,800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전문 의료진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 조건 및 임금개선에 관한 문제는
현재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음48)
○ 2014~2018년 칠레의 국가 의료보건 계획으로 더 나은 의료보건 정책을
위해 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병원 및 기초진료소, 여러 가지 의료장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임 49) (※79p 표41 참조)
- 칠레에서는 2018년까지 20 개의 병원을 완공하고, 20개의 병원을 건립하
는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또 다른 20개의 병원을 짓기 위한 입찰과정
을 시작하도록 계획 중

48) MINS A, h ttp://web.minsal.cl/campana-mas- medic os-y-especialistas/
49) MINS A, h ttp://web.minsal.cl/campana-mas- medic os-y-especialis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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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기 산업50)
(1) 시장 규모 및 전망
○ 2014년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8.62억 달러( 세계 37위)로 시장 규모는
작지만 (세계 37위 ), 1인당 평균 소비액 기준으로 중남미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음51)
- 칠레 인구의 기대수명 및 노인인구 증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매년 의료분야 소비지출이 4~5% 의 완만한 성장세
- 주요 소비자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나누어지며, 현지법인을 두고 있
는 다국적기업이나 의료 기기 전문수입상을 통해 구입52)

○ 공공 및 민간의료부분 투자 확대에 따라 2018년까지 연평균 13.6% 성장
률로 시장 규모 14.4억 달러, 세계 33위로 성장 예상됨 53)
- 최근 칠레 정부는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전 국민
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 확대를 추진해 옴
- 칠레 정부는 2014~2018년 사이 응급 진료소 확충과 신규 병원 완공 및
착공을 포함한 보건 분야 투자 계획 발표
- 민간 부분의 대형 종합병원 등은 첨단장비 및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
(단위 : 백만 달러 )

[그림 16] 의료기기 시장현황(2008~2018)
출처: BMI e spic om, Chile Me dical Devices Re port, Q3.2 015, 2015.3.

50)
51)
52)
5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월간브리프 ]의료 기기 해외시장 진출정보 칠 레 , 201 4.5.30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월간브리프]의료 기기 해외시장 진출정보 칠 레 , 201 4.5.30
KOTRA ‘칠 레 심전계 시장동향’ 2014.0 4.10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월간브리프]의료 기기 해외시장 진출정보 칠 레 , 201 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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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
가하는, 추세로 기대수명 및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분야 소비 지출은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임54)
- BMI Espicom에 따르면 2014년 칠레의 1인당 의료비지출은 약 1,086 달
러로 미국, 캐나다에 이어 아메리카 대륙 3위. 이 수치는 GDP의 약 7.6%
정도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8%에 육박

(2) 수출입 현황
○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
적인 수입 의존형 국가로 의료기기 시장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해 제공되
며, 현지 생산은 단순 의료용 소모품으로 국한됨55)
- 칠레는 2013년 의료기기를 8억 달러 수입 , 0.2억 달러 수출

[그림 17 ] 의료기기 무역현황(2009~2013)
출처: BMI espicom, Chile Medical Devices Report, Q3.2015, 2015 .3.

○ 자국 내 제조인프라가 미비하여 수입액 대비 수출액 규모가 약 3/100 수
준으로 매우 작음56)
- 칠레 의료기기 수출은 2013년 2,135만 달러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
평균 약 5.1% 성장
54) BMI espicom, Chile Medical Devices Report, Q3.2015, 201 5.3.
55) BMI espicom, Chile Medical Devices Report, Q3.2015, 201 5.3.
56) BMI espicom, Chile Medical Devices Report, Q3.2015, 20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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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 년간 환자보조기기 (16.1%), 의료용 소모품(14.3%), 정형외과/보철
기기(5.1%) 등 단순 소모품에 한하여 수출 증가를 보임
- 주요 수출 대상국은 미국, 독일 등이며 그밖에 에콰도르, 브라질 등 인근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
(단위: 천 달러)

[그림 18] 의료기기 수출현황(2009~2013)
출처: BMI e spicom, Chile Medic al De vic es Re port, Q3.20 15, 2015.3.

[그림 19 ] 주요 의료기기 수출 국가(2013)
출처: BMI espicom, Chile Medical Device s Report, Q3.2015, 20 15.3.

○ 칠레의 의료기기 수입은 2009년 3.6억 달러에서 연평균 23.2% 성장하여
2013년 8.2억 달러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57)
- 지난 5년 정형외과 /보철기기 부분에서 수입 증가량이 연평균 29% 이상으
로 큰 수요를 보임
-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제품이 전체 시장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7) BMI espicom, Chile Medical Devices Report, Q3.2015, 20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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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뿐 아니라 가격을 고려하는 움직임과 함께 중국 제품의 비중이 전체
수입액 상위 3위로 10.7%를 차지
- 기타 주요 수입국은 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위스 , 일본, 브라질 등
(단위: 천 달러)

[ 그림 20] 의료기기 수입현황(2009~2013, 천 달러 )
출처 : BMI espicom, Chile Medic al Device s Report, Q3.201 5, 2015.3.

[그림 21] 주요 의료기기 수입 국가
출처: BMI espic om, Chile Me dical Devices Report, Q3.2015, 2015.3.

○ 2014년 한국의 對칠레 의료기기 수출 규모는 약 887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40% 증가
- 최근 5년간 한국 의료기기 수입액은 연평균 24%증가, 칠레 의료기기의
한국 수출은 전무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54 -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 꾸준한 무역수지 흑자 상승과 함께 칠레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비중이 점진
적으로 확대되어가는 추세

○ 2014년 한국의 對칠레 의료기기 수출은 69개 기업이 95개 품목을 수출
- 주요 수출 품목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18.2%), 개인용 온열기(15.6%), 디지털
엑스선촬영장치(12.4%), 치과용 임플란트(7.2%), 혈당측정기(5.6%)등이 차지
- 2014년 기준 지난 3년간 디지털 엑스선촬영장치(51.1%), 혈당측정기(178.1%)
의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
- 칠레로 수출하는 의료기기 품목 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그림 22] 칠레 수출 주요품목 및 비중(2014)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의료기 기해외시장브리프 칠레, 2 015.7.7.

[ 표 22] 칠레 의료기기 수출 기업 현황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의료기 기해외시장브리프 칠레, 2 015.7.7.

(4) 유통구조
○ 칠레 의료기기 유통업체는 크게 다국적기업 현지법인과 칠레 수입 유통
업체로 구분되며, 이들 유통업체들은 정부와의 오랜 거래관계를 토대로
정부조달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55 -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 유통 방식 : 해외 기업이 일반 수입상을 통해 납품하는 방법 , 독점 에이전
트를 통해 납품하는 방법 , 현지 법인을 통해 직접 납품하는 방법 등
[표 23 ] 주요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
유통업체 명

주요 취급 품목

‘10년 수입액(달러)

PV Equip

진단장비

6,631,762

Impo rtadora Helico

신경외과 , 성형외과 장비

5,429,411

Tecnoimagen

방사선 장비, 치과 장비

5,365,839

Hemisferio Sur

환자감시장치 , 심전계

5,104,481

Cencomex

치과장비 , 의치

4,917,325

Promex

수술장비 , 진단장비

4,784,360

ECM Ingeniera

초음파진단기 , 방사선 장비

4,742,859

출처 : KOTRA, 20 12 중남 미 의료기기 시장 동향(칠레), ISP(Instituto de Salud Publica, http:// www.ispch.cl/)
주 : IS P에 등록된 의 료기기 유통 업체 목록은 ISP 홈페이지(http: //www.ispch.cl/)를 통해 확인 가능

○ 칠레 의료기기와 관련된 모든 공공입찰은 보건조달국(CENABAST)에서 담
당하며, 입찰 절차는 칠레 조달청(Chile Compras)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함
- 조달청 입찰은 비교적 가벼운 품목을 입찰하는 Mercado58) 과 상대적으로 중
요한 품목 또는 큰 금액의 입찰을 진행하는 Chileproveedor59) 로 구분
- Chileproveedor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Mercadopublico에 가입하고 홈페이
지에 추가 정보를 입력 후 등록수수료(회사규모에 따라 57 ∼136달러)를
납부하면 참여 가능

○ 의료기기사용과 통제에 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기는 제품 사용
과 관련된 위험 수준에 따라 ClassⅠ∼Ⅳ까지 4개 등급으로 구분함
- Ⅳ는 위험도가 가장 높고Ⅰ 은 가장 낮은 순

58) http:// www. merc adopu blic o.cl
59) http:// www.chileprov eedores.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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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 의료기기 분류 체계
등 급

주요 품목

Class I

붕대 , 의료용 침대, 청진기 등

Class II

수술용 장갑, 틀니, 콘택트렌즈 등

Class III

콘돔 , 의약품 주입 펌프, 마취기, 투석기 등

Class IV

인공 심장판막, 임플란트 등

출처: ISP(Instituto de Salud Pu blic a, http://www.ispch.cl/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대해 까다로운 인증제도를 운
영하고 있으나, 칠레는 중남미 대표적인 자유경제국가로써 관련 제도를 간
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칠레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사용과 통제에 대한 규정 제3조
에 따라 칠레 공중보건청(ISP; Instituto de Salud Publica)에 인증을 받아야 함
- 의무 인증 취득 대상 품목 : 수술용 장갑 및 콘돔 , 일회용 주사기(‘13.10)

[표 25 ] 의료기기 품목별 유통에 필요한 사항
(단위: 달러 )

대상품목
의무 인증
대상

의무 인증
비대상

분류

신고자

제출 서류

ISP
등록

제조업체
수입업체

신고양식, 수출목적증명서,

사용처
분 허가

제조업체
수입업체

B/L매도증서(Bill of Sale) 등

-

제조업체
수입업체

수출목적증명서, 품질증명서(ISO) 등

품질증명서(ISO) 등
신고양식, 수입신고증,

신고양식, 사용설명서,

비용

신청 방법

26

온라인
(www.ispch.cl)

60

온라인
(www.ispch.cl)

352

온라인
(www.ispch.cl)

출처 : KOTRA, [T B]칠레, 의료기기 의무 인증 바르게 알기(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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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Mercad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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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Chilepro veedo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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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약 산업
(1) 시장 규모 및 전망
○ 칠레 제약 산업의 내수 규모는 작은 편이나 칠레 국민의 의료 분야 지출
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임
- 칠레의 1인당 의약품 소비액은 82달러로 미국(1,042달러), 유럽(261달러)에 비해
적은 편이나, GDP 대비로는 0.5%로 미국의 1/4 수준이며 유럽과 동일한 수준
-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이 약국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며, 의약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2013년 약가 전년대비 8.5% 증가)
- 웰빙 및 건강보조제 매출액은 지난 5년간 50.1% 상승하여 약 4억불 시장으로 성장
(단위: %, USD 백만 달러 )

[그림 25 ] 의약품 산업의 예상 추이
출처: BMI espicom, Chile Pharmaceuticals and Healthcare Report, Q4.2015.

○ 칠레 의약품 시장은 로컬 제조업체와 외국계 제조업체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들 업체는 각각 ASILFA(The Indistrial Association of
Pharmaceutical

Laboreatories,

로컬

제약업체

위주),

CIF(The

Pharmaceutical Chamber of Chile, 외국계 제약업체 위주)라는 협회
를 구성하고 있음
○ 칠레의 로컬 제약업체들은 다국적 제약업체가 개발한 의약품을 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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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성장하였으며 또한 정부는 이들 제약업체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의약품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할 것을 조장하고 있음
- 이는 저소득층의 의약품 구매 부담이 높은 편이므로 이를 경감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제네릭 의약품 보급 확대 주력 중

○ 칠레는 의약품 판매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유통채널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독점구도를 경쟁구도로 전환시켜 향후 제네릭 의
약품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추진함
- 칠레 의약품 유통의 93% 가 3 대 대형회사(Farmacia Ahumada, Cruz
Verde, Salcobrand)에 의해 독점되고 있어 일반 의약품 판매가격이 미국
대비 약 2배 수준

(2) 유통시장
○ 가장 일반적인 의약품 유통 채널은 약국으로 약 80%가 약국을 통해 유
통되고 있으며 Farmacia Ahumada, Cruz Verde, SalcoBrand 등 3개 대
형 체인이 칠레 약국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 Ahumada가 근소하게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약국 이외에 약 20%의 의약품이 공공 및 사설 의료기관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 공공 의료기관의 경우, 유통되는 의약품은 보건부 산하 국가준비센터(CENABAST:
National Provisioning Center, 보건부산하)를 통해 이뤄지며, 대량 공개 입찰에 참
여하기 위해서는 GMP인증 등 일련의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공급업체 풀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이외에 CENABAST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 클리닉 등은 개별적으로 제품을 구입
해서 유통하고 있음

[그림 26 ] 칠레 의약품 시장 유통구조
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칠레 의약품 시 장동향, 20 12.11.02.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61 -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2. 보건의료 주요 지표
1) 환자 구성 및 주요 질환
○ 매년 암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하며, 소득별 의료불평등이 존재,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60)
○ 남성의 경우, 순환계 질환(약27%), 악성종양(약24%), 기타(약11%), 호흡
기 질환( 약10%), 소화기 질환(약9%)이 상위 5개 사망원인으로 조사되었으
며 이는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비율임
○ 한편 , 여성의 경우, 순환계 질환(약29%), 악성종양(약25%), 호흡기 질환
(약11%), 소화기 질환(약 6%), 내분비 ․영양 ․신진대사 질환 (약6%)이 상위 5
개 사망원인이며 전체의 약 76%를 차지함
○ 흥미로운 점은 남성의 경우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 외부요
인이 여성의 경우에는 7위에 그친 것인데, 기타 외부요인은 자동차, 오
토바이 등에 의한 사고를 말함

6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0) 중남미 의료 시스템 개혁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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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질환별 사망자 수(2013)
(단위: 명)

질병
합계

남
수( 명)

여
비율(%)

수 (명 )

불명
비율(%)

수( 명)

52,917

100

46,835

100

18

감염성질환 및 기생충질환

150

0.3

201

0.4

0

결핵

188

0.4

87

0.2

0

혈액 및 조혈기관 장애
악성종양
양성 혹은 알 수 없는 종양
면역체계 장애
내분비 , 영양 및 대사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 질환

1,096

2.1

771

1.6

0

12,803

24.2

11,789

25.2

0

567

1.1

528

1.1

0

202

0.4

219

0.5

0

2,301

4.3

2,575

5.5

0

784

1.5

1,280

2.7

0

1,656

3.1

2,050

4.4

0

안구 질환

2

0

0

0

0

귀 및 꼭지돌기 질환

0

0

1

0

0

순환계 질환

14,259

26.9

13,401

28.6

0

호흡기 질환

5,110

9.7

5,159

11

0

소화계 질환

4,473

8.5

2,876

6.1

0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비뇨 생식 계통 질환
임신 및 출산

97

0.2

154

0.3

0

151

0.3

386

0.8

0

1,352

2.6

1,531

3.3

0

0

0

52

0.1

0

주산기 관련 장애

454

0.9

308

0.7

4

선천적 기형 , 변형 및 염색체 장애

468

0.9

459

1

14

희귀 질환

1,003

1.9

1,192

2.5

0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

5,801

11.0

1,816

3.9

0

출처: h ttp://www.ine.cl/ canales/menu/publicacione s/calendario_de_ publicaciones/ pdf/completa_vitale s_2013. pdf

○ OECD 국가 중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 질환에 대한 입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당뇨병에 의한 입원은 위험 수준에 속하는
데, 이것은 칠레가 1차 진료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
일 필요가 있음을 증명함61)
○ 한편 , 칠레의 허혈성 뇌졸중에 의한 입원은 OECD 평균에 가깝지만,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률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며 다른 암에 비해 유방암
과 자궁경부암에 대한 생존율도 매우 낮은 편임

61) OECD, http:/ /www.oec d.org/c en trode mexico/ medios/Health- at-a-Glance-20 15-Country -Note- CHI LE_ ESPA%
C3 %B1OL- final %20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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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전반적인 보건의료 현황
출처: h ttp://www.oe cd.org/ centrode mexico/ medios/Health -at-a-Glance-2 015-Country-Note- CHILE_
ESPA% C3 %B1OL- fin al%20final.pdf

○ 칠레에서 수술이 필요한 주요 질환으로는 백내장이 828명으로 가장 많은
질환으로 뽑혔고 그 뒤로 담낭절제술 (726명 ), 탈장(506명), 전립선 비대증
(372명), 당뇨병 망막증 (364명 ) 등의 순으로 환자 수가 조사되었음62)

62) OECD, http:/ /www.oec d.org/c en trode mexico/ medios/Health- at-a-Glance-20 15-Country -Note- CHI LE_ ESPA%
C3 %B1OL- final %20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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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 질환별 수술환자 수(2013)
(단위: 명)

질병

합계

1. 백내장
2. 암 예방을 위한 담낭절제술
3. 요추문제로 인한 탈장
4. 전립선 비대증
5. 당뇨병망막증
6. 유방암
7. 류마티스 관절염
8. 고관절 보철물
9. 15세 이상의 전립선 암
10. 중추신경계의 1차 종양 치료
11. 만성 신부전증
12. 2형 당뇨병
13. 9세 이하 어린이의 사시
14. 15세 이상의 우울증
15. 림프종 암
16. 위암
17. 55세 이상의 골관절염
18. 척추 측만증
19. 심리 불안
20. 외상이 없는 열공망막박리

828
726
506
372
364
350
274
265
252
191
189
184
180
168
156
141
140
122
109
105

2013년도
여
509
616
259
169
342
233
174
116
93
94
137
134
85
61
93
95
63
42

남
319
110
247
372
195
8
41
91
252
75
96
90
43
34
71
80
47
27
46
63

출처: https:/ /www.fonasa.cl/

2) 기대수명 및 주요 사망 원인
(1) 기대수명
○ 칠레의 기대수명은 2015년 기준 78.61세(전세계 52위)로 중남미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남자 75.58세, 여자 81.76세로 여자가 높음63)
- 한국(80.04세, 39 위), 브라질(73.03세, 129 위), 페루 (73.48세, 130 위)

(2) 주요 사망원인
○ 칠레는 중남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수준을 보이는 국가이며, 영아사망
률은 ‘15년 기준 6.86으로, 이는 중남미, 카리브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칠레의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순환계 질환(28%), 악성종양(25%), 호흡기 질
63) C IA(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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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10%), 기타 (9%),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8%), 소화계 질환(7%),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5%), 비뇨 생식 계통 질환(3%), 희귀질환(2%), 감염성질
환 및 기생충에 의한 질환(2%), 주산기 관련 장애(1%) 순으로 나타남

[그림 28] 주요 사망원인 11가지
출처: http: //www.ine. cl/c anales/menu/public aciones/calendario_de_ publicacione s/pdf/completa_vitales_2013. pdf

3) 의료비 지출 현황
○ 여전히 칠레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 비해 여전
히 낮은 수준이지만, 2009년부터 칠레의 1인당 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다
른 OECD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표 28] 연도별 의료비 지출 규모(2010~2014)
지표명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명목 GDP(US$bn)

217.6

251.2

268.4

278.9

255.4

4.1%

1인당 GDP(US$)

12,688

14,512

15,369

15,828

14,371

3.2%

15.3

17.7

19.3

21.2

19.3

6.0%

889.6

1,022.10

1,106.50

1,203.40

1,086.90

5.1%

의료비(US$bn)
1 인당 의료비(US$)
GDP 대비 의료비 (%)

7

7

7.2

7.6

7.6

2.1%

공공의료비 (%)

47

47.3

47.7

47.4

48.4

0.7%

민간의료비 (%)

53

52.7

52.3

52.6

51.6

-0.7%

17.2

17.3

17.5

17.6

17.8

0.9%s

총 인구수(mn)

자료: BMI espicom, Chile Medical Devices Re port, Q3.2015,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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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 연간 의료비 지출 증감률
출처: OECD,
http://www.oecd.org/centrode mexico/medios/Health-at-a-Glance -2015- Country-N ote- CHILE_
ESPA%C3 %B1OL-final%20 fin al. pdf

○ 칠레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1,606달러 (2013년 기준 OECD 34개 국가
중 30위) 로 OECD국가 평균(3,453달러)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0 ] OECD국가의 1인당 의료비 지출 (2013)
출처: OECD,
http:/ /www.oe cd. org/centrodemexico/ medios/He alth-at-a- Glance-2 015-Country-Note-CHI LE_ESPA%C3%B1OL-final%20fin
al.pdf

○ 정부의 공공 및 민간 보건 분야 지출 비용이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함
- 약 5조 6,200억 원(‘00) → 약 18조 6,392 억 원(’13)으로 3 배 이상의 증가
- 특히 공공분야가 약 5 배로 급격히 증가(민간분야는 약2.5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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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 연도별 정부의 민간 및 공공 보건 분야 지출
(단위: 명, %)

공공부문
직접(1)

연도

민간부문
간접(2)

전체

Cotizacion

직접(1)

Voluntaria(4)

MMS

%

MMS

%

MMS

%

MMS

%

MMS

%

c/ano

Part

c/ano

Part

c/ano

Part

c/ano

Part

c/ano

Part

2000

656,453

19.4

8 94,447

26.4

1,664,6 77

49.2

169,867

5.0

3 ,385,444

100

2001

761,968

21.2

9 52,941

26.5

1,681,3 24

46.8

197,196

5.5

3 ,593,429

100

2002

752,602

20.5

1,0 11,799

27.5

1,698,1 37

46.2

215,070

5.8

3 ,677,609

100

2003

821,087

21.5

1,0 60,117

27.7

1,692,6 63

44.2

251,371

6.6

3 ,825,237

100

2004

954,239

22.7

1,1 44,964

27.2

1,828,0 86

43.4

283,959

6.7

4 ,211,248

100

2005

1, 055,491

23.3

1,2 56,246

27.7

1,910,5 62

42.1

310,961

6.9

4 ,533,261

100

2006

1, 271,767

25.4

1,3 55,502

27.1

2,034,9 81

40.7

335,555

6.7

4 ,997,805

100

2007

1, 470,290

26.1

1,5 11,368

26.9

2,270,7 51

40.4

373,654

6.6

5 ,626,064

100

2008

1, 729,283

26.8

1,7 01,287

26.4

2,579,9 90

40.0

443,306

6.9

6 ,453,867

100

2009

2, 341,601

31.9

1,7 00,719

23.2

2,816,5 09

38.4

476,181

6.5

7 ,335,011

100

2010

2, 684,692

32.8

1,9 19,802

23.5

3,036,1 49

37.1

543,465

6.6

8 ,184,107

100

2011

2, 744,725

30.6

2,2 11,874

24.6

3,402,7 15

37.9

624,677

7.0

8 ,983,992

100

2012

3, 075,073

30.5

2,4 93,557

24.8

3,802,6 06

37.8

698,378

6.9

10 ,069,615

100

2013

3, 391,280

30.2

2,8 36,214

25.3

4,190,3 88

37.3

810,585

7.2

11 ,228,467

100

출처: FON ASA, https://www.fonasa.cl/portal_fonasa/site/edic/ base/port/informacion_institucion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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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기관 현황
○ 공공 보건의료체계는 SNSS(Sistema Nacional de Servicios de Salud,
의료보건분야 국가서비스 시스템)에 의해 관리됨
- 유관기관: 보건부 및 산하기관,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의료용품 및 공중보
건 시스템 자산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FONASA; Fondo Nacional de
Salud), 건강관리청(La Superintendencia de Salud) 등

○ 의료서비스 제공 또한 이원화 되어 있으며, 공공의료서비스는 1,2,3차로
구분되며 1차(보건소)는 시정부에서 관리하고, 2,3차는 주에서 관리함
○ 칠레의 의료기관의 분포는 주로 하위 의료기관은 시골 및 소도시에 일반적
으로 분포되어있는 기초 의료기관이며 중위 의료기관은 150,000-200,000명
인구가 있는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상위 의료기관은 이외 주요도시에 분포함
- Hospital1: 대도시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병상 수 500 이하
- Hospital2: 인구가 10만 명 이하, 병상 수 300 이하
- Hospital3: 인구 7만 명 이하, 병상 수 200 이하
- Hospital4: 인구 3만 명 이하, 병상 수 100 이하

[ 표 30] 의료기관 기준 및 분류
분류

입원실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

입원실을 보유한 기관

기초건강센터(CESFAM)
하

지역일반상담소

Hospital 4

비상의료서비스(SAPU)

중

상

특별 의료상담소(C.A.E)

Hospital 3

중앙 건강센터(C.R.S)

Hospital 2

특별 의료상담소(C.A.E)
중앙 치료 진단센터(C.D.T)

Hospital 1
Hospital 2
특별의료기관

출처: http:// www. fundacionsol. cl/ wp-con tent/uploads/20 10/09/Cuade rno- 11-Salud-y-en foque-labor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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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총 253개로 Del Maule지역에 가
장 많았으며 Arica지역이 20개로 가장 적었음
○ 전체 의료기관이 많은 곳은 Del Maule, Araucania Sur, Coquimbo, Del
Libertador B.O’Higgins, Del Reloncavi 순으로 나타남
[표 31] 지역별 의료기관 현황

지역

분류
하

중

상

합계

Arica
Iquiqu e
Antofagasta

16
32
30

3
5
9

1
1
4

20
38
43

Atacama
Coquimbo
Aconcagua
Valparaiso San Antonio

38
140
32
44

2
3
1
14

1
3
2
5

41
146
35
63

Viña del Mar Quillota
Metropolitano Central
Metropolitano Norte
Metropolitano Occidente
Metropolitano Oriente

76
23
50
61
33

12
12
11
21
10

3
3
4
5
8

91
38
65
87
51

Metropolitano Sur
Metropolitano Sur Oriente
Del Libertador B.O’Higgins
Del Maule

71
58
134
237

17
17
5
4

5
5
3
12

93
80
142
253

Arauco
Biobio
Concepcion
Ñuble

46
98
54
104

5
0
3
2

0
1
4
2

51
99
61
108

Talcahuano
Araucania Norte
Araucan ia Sur
Chiloe

35
74
189
95

1
1
10
2

2
2
2
1

38
77
201
98

Del Reloncavi
Osorno
Valdivia
Aisen

119
52
97
35

1
0
5
2

1
1
1
1

121
53
103
38

18
2,091

4
182

1
84

23
2,357

Magallanes
합계

출처: http: //www.deis.cl/wp-content/uploads/ 2012/10/E stablecimientos_2 0se p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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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칠레 상위 의료기관
국내 순위

세계 순위

병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378
402
509
1,420
1,531
2,658
2,777
2,960
3,060
3,208
3,383
3,728
4,413
4,622
4,698

Clínica las Condes
Hospital Clínico de la Universidad de Chile
Clínica Alemana de Santiago de Chile
Grupo Capr edena Salud
Integra Médica Clínica
Clínica Santa María Santiago de Chile
Red Salud (Clinica Universidad Católica)
(1) Hospital Militar de Santiago
Indisa Clínica de Familia
Instituto Chileno de Medicina Reproductiva ICMER
Clínica Davila
Clínica Vespucio
Servicio de Salud Viña del Mar Quillota
Clínica Reñaca
Clínica Tabancura

출처: http://hospitals. webome trics.info/e s/Latin_Americ a_es/Chile

[표 33] 주요 병원: Clinica las Condes
설립년도

1982

병상 수

295(제1병원)

주요 진료과목

종합병원

인력

전문의 2,786명 기타 4,338명

지역

Santiago, Region Metropolitana

홈페이지

http://www.clc.cl/

대표전화

22 210 4000

주요 특징
ㅇ 1982년, 1992년 , 2002년, 2014년에 걸쳐 건물을 증축
ㅇ 총 5개의 병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병동은 4-5층으로 칠레 내에서 큰 병원에 속함
- 1동: 방사선과, 핵의학실, 암 예방 연구소, 실험실, 예방접종실, 외국인환자 진료소, 접수창구, 외과, 소아과,
소아과응급실, 중환자실, 산부인과, 신생아실, 종양학․혈액학 연구소 및 치료실
- 2동: 영양 및 비만센터, 구강의학과, 피부과, 아동 및 성인 정신과, 비뇨기과, 심장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 3동: 임상암센터, 통증의학과, 대장항문과, 구강악안면외과, 내과, 성형외과, 소화기내과, 수술실, 안과
- 4동: 응급실, 입원실, 외상학과, 물리치료실, 스포츠의학과, 체육관
- 5동: 일반 및 심장질환 중환자실
ㅇ 칠레 전역에 총 4개의 관련 병원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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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주요 병원: Hospital Clínico de la U niversidad de Chile
설립년도

1872

병상 수

607

주요 진료과목

종합병원

인력

전문의 128명

지역

Independencia, Region Metropolitana

홈페이지

http://www.redclinica.cl/

대표전화

(56-2) 2978 80 00

주요 특징
ㅇ 혈액은행 , 항응고요법실, 출산병동 , 질병별 입원실 등 각종 의료시설이 완비되어있으며, 모든분야의 진료가
가능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희귀병치료, 성형 , 무수혈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병원 산하의 의학대학 보유(63년의 역사)
- 총 5층으로 구성된 대형병원

[표 35 ] 주요 병원: Clínica Alemana de Santiago de Chile
설립년도

1905

병상 수

429

주요 진료과목

뇌전증, 산부인과, 당뇨, 비만, 소아, 갑상선,
종양학

인력

전문의 1,000명

지역

Santiago, Region Metropolitana

홈페이지

http://www.redclinica.cl/

대표전화

(02) 2210 1111

주요 특징
ㅇ 5개의 각 지역 연계병원과 6개의 산티아고 지부가 있음
ㅇ 89개의 병실, 혈액은행, 예방접종실 등 각종 시설 완비
ㅇ 1997년부터 각 나라의 유명 병원들과 협력(벨기에,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ㅇ 연 평균 퇴원 환자 수 33,178명, 응급환자 수 229,884명, 외래방문 환자 수 656,009명(2014년 기준 )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72 -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표 36 ] 주요 병원: Grupo Capredena Salud
설립년도

1915

병상 수

429

주요 진료과목

종합병원(구강의학과, 기초 및 재활치료)

인력

전문의 1,000명

지역

Santiago, Region Metropolitana

홈페이지

http://www.capredena.cl/

대표전화

(02) 2830 6500

주요 특징
ㅇ 국방부 산하 공공병원으로 군인들을 위한 의료기관 , 학술 연구 활동이 활발
- FONASA 레벨 2
- 당뇨병이나 노인성 질환을 위한 재활 시설을 완벽하게 구비
ㅇ 산티아고의 병원을 포함하여 총 6개의 네트워크 운영
- 산티아고 병원은 구강의학과가 유명

[표 37 ] 주요 병원: IntegraMédica Clínica
설립년도

1995

병상 수

200

주요 진료과목

종합병원

인력

전문의 1,000명

지역

Santiago, Region Metropolitana

홈페이지

http://www.integramedica.cl/

대표전화

(02) 2830 6500

주요 특징
ㅇ 각 지역에 25개의 관련 의료기관을 보유
ㅇ 영상의학, 임상실험실 , 구강의학 , 안과학으로 유명
ㅇ 호주․스페인․ 미국․홍콩․인도 등 전 세계 190여개국에서 2,90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Bupa
(British United Provident Association) 소속
ㅇ 칠레에서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 암과 같은 비전염성 질환의 치료에 집중
- 산티아고 투석센터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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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기타 주요병원
병원명

내용
ㅇ 1937년 설립된 종합병원
ㅇ 병상 규모: 200
Clínica Santa
María Santiago
de Chile

ㅇ 전문의: 75명
ㅇ 진료과목: 71개
ㅇ 2006년까지 점진적으로 병원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대규모 최신 시설을 갖춤
ㅇ 지역: Santiago, Region Metropolitana
ㅇ 칠레의 대표적인 민간 종합병원

Red Salud
(Clinica
Universidad
Católica)

ㅇ 병상 수: 391
ㅇ 임상실험실과 병원의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으며,
미국의 유명 가톨릭 의료재단인 CHRISTUS와 연계
ㅇ 심장병 예방, 심장혈관확장, 모유수유, 금연, 노인병학에
대한 연구 활발
ㅇ 지역: Santiago, Region Metropolitana
ㅇ 산티아고에 위치한 제 1군병원
ㅇ 규모: 3개 주요 건물(85,000㎡)

Hospital Militar
de Santiago

ㅇ 병상 규모: 305
ㅇ 2009년 정부 주도 병원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이 좋음
ㅇ 총 212,000건의 의료상담 실시(2011-2014)
ㅇ 지역: Santiago, Region Metropolitana
ㅇ 1961년 설립된 종합병원
ㅇ 산부인과 및 소아과 서비스를 시작으로 외과, 안과, 치과 등

Indisa Clínica de
Familia

순서대로 진료과목을 점차 늘려가기 시작
ㅇ 2007년 건물 전체 리뉴얼 시작
ㅇ 전문의 및 의료진(500명), 전문 의료인(1,900명)
ㅇ 병상 규모: 350
ㅇ 지역: Santiago, Region Metropolitana

Instituto Chileno

ㅇ 주요 분야: 생식기관 질병과 임신, 모유 수유와 산후

Reproductiva

불임, 피임, 성 건강, 청소년 임신, 어린이 성장분야

ICMER

작성 2016.1.

ㅇ 관련분야 학술연구에 매우 활발

de Medicina

ㅇ 지역: Santiago, Region Metropolitana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74 -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5) 의료인력 현황
○ 칠레의 의료계열 종사자 수는 2013년 기준 총 26,346명이며 의료기관 종
류를 상, 중, 하로 구분하였을 때 상급 의료기관은 23,684명, 중급 의료
기관은 1,442명이고 하급 의료기관은 1,220명으로 조사되었음64)
[ 표 39] 의료계열 종사자 수(2013)
(단위: 명)

의료기관 분류
중

하
종류

상

특별 의료상담소(C.A.E)

기초건강센터(CESFAM)
지역일반상담소
비상의료서비스(SAPU)
Hospital 4

특별 의료상담소(C.A.E)

중앙 치료

중앙 건강센터(C.R.S)

진단센터(C.D.T)

Hospital 3,2

Hospital 1,2

합계

특별의료기관

전문의

232

335

15,297

15,864

조산사

31

54

1,186

1,271

의료기술자

41

129

436

606

1

6

25

32

53

211

2,444

2,708

치과의사

-

-

9

9

심리학자

130

679

3,890

4,699

간호사(대학병원)

591

2

5

598

4

13

345

362

영양학자

82

5

-

87

기타

55

8

47

110

합계

1,220

1,442

23,684

26,346

제약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출처: FONASA, https://www.fonasa.cl/ portal_fonasa/ site/edic /base/ port/informacion_institucional.html

○ 칠레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5년의 학부생활과 2년의 인턴
생활 (Pregrado), 그리고 3년 간 전문 분야(Especialidad) 이수 후 마지막
으로 2년의 심화과정(Subespecialidad)을 더 거쳐야 전문의로서 본격적
으로 의사 생활을 할 수 있음65)

64) FON ASA, https://www.fonasa.cl/portal_fonasa/ site/edic/ base/port/informacion_institucional.html
65) 칠레 일간지 La te rcera
http://www.late rcera.com/noticia/nacion al/ 2014/01/ 680-56151 3-9-la-prueba-de-se r-medico- en -chil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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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는 외국 의료인의 면허를 따로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으나, 외국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사자격 취득시험(Eunacom; Examen Único de Conocimientos
en Medicina)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66)
- 칠레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식 의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의학 지식에 대해 180분 동안
180문항을 치르며, 합격률은 약 8% 수준
[표 40 ] 칠레 상위 의과대학 순위(2014)
대학

순위

소재지

Universidad de Chile

1

Santiago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2

Santiago

Universidad de Santiago de Chile

3

Santiago

Universidad de Concepción

4

Concepción

Universidad de Valparaiso

5

Valparaiso

Universidad Austral de Chile

6

Valdivia

Universidad de Los Andes

7

Santiago

Universidad Católica del Norte

8

Coquimbo

Universidad Diego Portales

9

Santiago

Universidad Andres Bello

10

Santiago

출처:http:// rankings.americaeconomia.com/ mejores-universidade s-chile-2014/ranking-por-c arre ras/medicina/

○ 칠레 의사들의 급여는 진료과목, 소속, 진료시간 등에 따라 매우 다름
-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사의 경우 , 주로 일주일에 42-44시간 일하
며 급여는 약 백만 페소 (167만원) 수준
- 공공 의료기관의 정식 의사는 1차 의료기관 기준으로 응급진료나 야간진료
등의 변수가 많으며, 진료 시간에 따라 최대 5백만 페소(835만원)까지 수령
66) 칠레 일간지 La te rcera
http://www.late rcera.com/noticia/nacion al/ 2014/01/ 680-56151 3-9-la-prueba-de-se r-medico- en -chil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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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이 잦은 숙련된 외과의사거나, 민간 의료기관 의사의 급여 수준은 평
균 7백만 페소 (1,169만원)로 추정

[그림 31] 칠레 전문의 시간당 급여 수준(2014)
출처: http://oriente20.com/mira-cu anto-ganarias-en-otros-paises-segun-tu- profesion/

○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공공
의료기관의 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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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정책
○ 칠레 정부는 의료 인프라 현대화 , 전문 의료진 확충, 일차 진료체계 강화
를 목적으로, 2010년 들어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해 혁신을 추진함
- 2010∼2012년 19 개, 2013년 49 개 공공의료기관 건설 추진 및 계획
- 혈관조영장치, 스캐너, 선형가속기, 디지털유방촬영장치, MRI 등 의료 장
비투자 확대
[표 41 ] 공공의료 혁신 안 주요 내용
구분
질병 보장
확대
보험 연대
기금 신설
치과진료
수혜확대
전문
치과의사
확충

프로젝트
ㅇ PGS(Plan Garantizado de Salud) 수립 : 각 보험마다 연령 , 나이,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균일 가격으로 질병을 보장
ㅇ 만성질환과 관련된 비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험 연대 기금 마련
ㅇ 12세∼18세의 수혜자들에 대해 FONASA가 승인한 경우 치과 병원 진료 금액의 40%를 보상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남은 60%에 대한 자금 대출 신청 가능
- 연간 620,000 명의 국민에 대해 약44.3백만 달러의 혜택 제공
ㅇ 정부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전문 치과의사 확충 추진
- 2013. 5 월 공공부분의 전문 치과의사 300 명 확충
- 약 4,500 명의 치과의사 모집을 지속적으로 요구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fileDownload?titleId=1 32733&fileI d=1
* 주: 민간부분 : 국민 의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 개혁안 발표(2013 Draft Bill To Reform Isapres)

○ 국가 보건의료 투자계획 (Plan de Inversiones en Salud 2014–2018)을
수립함으로써 혁신안을 구체화하였으며, 칠레 국민의 80%에 제공되는 공
공 의료제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67)
- 칠레 국민의 80%에 제공되는 공공 의료제도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사업
으로 칠레 역사상 가장 중요한 노력이 수반되는 공공 투자계획

67) 한국 의료기기 산업협회, h ttp://www.kmdia. or. kr/ board.asp? bid=notice&act=bbs&subAct= vie w&se q=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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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 국가 보건의료 투자계획 추진 과정
단계

내용

1 단계

보건의료분야 투자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현재 칠레 의료 보건 상황 진단

2 단계

보건의료분야 투자 구체화 및 실행을 위한 설계 및 감사

3 단계

관련부서(보건복지부, 재정부, 지방정부 등)와 연계하여 보건의료분야 투자 프로젝트 절차 수립 및 검토

4 단계

총 4년의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 진행 및 결정

출처 : 한국 의료 기기 산업협 회 , http:/ /www.kmdia.or.kr/board.asp?bid=notice&act= bbs&su bAct=vie w&seq=7488

○ 국가 보건 투자계획은 바첼렛 대통령의 주요공약 중 하나로 , 공공의료 네
트워크 내에서 의료 기반시설, 의료설비, 운송수단 및 인적자원과 관련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함68)
- 총 투자액 : 400억 300만 달러
- 이미 20개의 병원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20개가 건설 중이며, 20개가 착
공 전 조사단계에 착수
- 332개의 1 차 진료기반 시설 신규확충 계획을 포함하여 의료설비 및 구급
차 등 신규 장비 도입 추진

○ 정부는 칠레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 보건의료의 발전이 선결 과제라는
인식하에 우수한 의사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
기 위해 예산을 공격적으로 투입하고 있음 69)
○ 정부는 우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480명의 의료인을 하위의료기관에
배치하고 4,000명의 전문의와 치과의사의를 기타 의료기관에 배치할 계획
으로 의료혜택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할 예정임70)
– 2015년에 투입된 538명의 전문의 중 370명은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을 위
해 정부가 공공병원에 투입한 인력

○ 2015년에 치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을 합하여 1,089명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2014년 기준 칠레 전체 의대 졸업생의 60%달하는 규모로, 정부
는 향후 의대 교육수준을 높여 100%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함71)
68) MINS AL http:// web.minsal. cl/c ampana-mas-medicos-y- especiali stas/
69) MINS AL http:// web.minsal. cl/c ampana-mas-medicos-y- especiali stas/
70) MINS AL http:// web.minsal. cl/c ampana-mas-medicos-y- especiali stas/
71) MINS AL http:// web.minsal. cl/c ampana-mas-medicos-y- especiali s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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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더 늘릴 계획이며 특히 상대적으로 전문의
수가 부족한 내과 , 소아과 , 외과, 마취과, 성인정신과 분야의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예정

○ 정부의 계획으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의 인구수 대비 의사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 의료진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조건
및 임금개선도 추진 중임72)
- 현재 의사 1인당 인구인 4,300명을 향후 2,800 명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
록 추진 (OECD평균: 의사 1명당 2,000명)

72) MINS AL http:// web.minsal. cl/c ampana-mas-medicos-y- especiali s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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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2014~2018 칠레 국가 보건투자계획 현황
구분

주요 내용
ㅇ 60 개 이상의 병원을 우선 신축

병원

- 공사완료, 건설 중, 사전조사 3 단계로 구분
- 건설면적: 3백만 평방미터
- 선진화된 의료설비를 갖춘 10,873개 병상 신설
ㅇ 30 만 평방미터의 면적에 총 332 개의 1 차 진료 기반 시설 신규 확충
- 가족보건소, 지역가족보건소, 신속응급진료센터 등
ㅇ 2018 년까지 가족보건소 100 개소 신축
- 가족보건소: 주민과 그 가족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등록주민의 1차 진료
담당 기관으로 도심 또는 교외에 위치
- 도심의 경우 최대 3만명, 교외의 경우 2천명 이상의 등록주민에 1 차진료 제공
- 2015 년 34 개소 입찰예정(입찰면적: 1개소 당 약 2,800 평방미터)
ㅇ 2018 년까지 신속응급진료센터 132 개소 신축

1 차진료
네트워크

- 신속응급진료센터: 환자의 거주지로부터 근접한 장소에서 진료를 제공하고자
가족보건소와 연계하여 종합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시설이며 , 30,000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
- 2015 년 42 개소 입찰 예정(입찰 면적: 1개소 당 약 500평방미터)
- 시설 : 최신 앰뷸런스, 디지털 흉부방사선촬영기기, 원격의료설비 및 시험 도구
ㅇ 2018 년까지 지역가족보건소 100 개소 신축
- 2,000~5,000 명 사이의 주민이 등록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
예방조치, 주민의 가족과 지역사회 건강에 초점을 맞춘 홍보 활동을 제공하는
1차 진료 센터 산하 보건소
- 2015 년 50 개소 입찰예정(입찰 면적: 1개소 당 약 237 평방미터)
ㅇ 의료지원네트워크 내에서 구급차의 확대운영, 2018 년까지 18 만 청소년에 1차
구강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이동식 치과진료차량 도입 및 종합병원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교체와 신규 도입을 포함
ㅇ 구급차
- 2018 년까지 총 1,900 개의 구급차 신규투입 예정.

차량 및
의료설비
투자

- 2015 년에는 총 218개의 구급차 도입 (총 예산 130 억 8,821 만 페소)
ㅇ 청소년 구강진료를 위한 이동식 치과진료차량
- 1 차 구강진료를 위해 총 140개의 이동식 치과진료차량 도입예정
- 2015 년 해당 사업을 위해 총 13 억 1,840 만 페소의 예산 승인
ㅇ 의료설비 교체 및 신규도입
-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소아과 및 전반적인 의료설비 설치
- AUGE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치명적인 질병) 및 비 AUGE 질병관련 설비
(진료, 시험 및 촬영장비 ) 신규도입
- 2015 년까지 총 200억 페소 투자예정

출처: MINSAL http:// web.minsal.cl/c ampana- mas-medicos-y-e specialis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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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체계
○ 칠레는 1980년 국가경제발전과 함께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음
- 주요 개혁초점 : 민간영역의 역할과 기능 확대로 자원배분의 증진, 공공기
금 분야의 탈집중화 모색

○ 현재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는 크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두 부분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

인구의

69%를

보장하는

공공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FONASA:

Fondo

Nacional de Salud)과 인구의 17%를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인 건강증진기구
(ISAPREs: Las Instituciones de Salud Previsional)가 공존

[ 그림 32] 보건의료 체계
출처: http:// www.scielosp. org /pdf/ spm/v53 s2/0 9.pdf, http://www.rankings.cl/2014/ ranking- de-isapres- en-chile/

○ 칠레 국민은 국민건강보험(FONASA)이나 민영건강보험(ISAPRE) 중의 하
나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7%를 법으로
강제 징수함
-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강제보험료에 추가적인 보험료 부과 허용함
- 무보험일 경우, 병원진료비가 상당히 비싸며 Clinica Davila(사설병원 중 중상
급)의 경우 의사 상담료 25,000페소(한화 약 6만원 내외) 정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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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 별 재원 조달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https:// www. khidi.or.kr/file Download?titleId=132734&fileId=1

○ 칠레 정부는 공공의료보험 (FONASA; Fondo Nacional de Salud)을 운영
하고 있음73)
- 재원: 국세 및 지방세(주의 재원 ), 보험료(소득의 7% 원천징수)
- 이용가능 병원 : 공공병원 및 일부 민간병원
- 이용자: 주로 농촌과 중소도시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높지만 이들 뿐만 아
니라 소득이 낮은 중산층74) , 퇴직자 등 인구의 약 70% 가입(2012년 기준 약
1,200만 명)
- 본인부담: 7-20% 수준(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 공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FONASA에 가입된 29개의 지역보건
서비스기관 및 1차 진료 서비스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극빈층의 경우 , 공공의료기관만 보장되며 민영의료기관 이용 불가
- 극빈층을 제외한 가입자들은 여러 보험옵션 중 자유선택에 따라 민간의료기
관이용 가능75)
73) http:// www. scielosp.org/ pdf/spm/v53 s2/09. pdf, h ttp://www.rankings.cl/ 2014/ranking-de-isapres-en-c hile/
74) 극빈자 , 저소득자 , 중 -저소득자 , 중 -고소득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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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경찰 및 군인, 혹은 극 빈곤층을 위한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76)
- FFAA(Fuerzas Amadas): 군인 및 경찰을 위한 보험체계로 국민의 약 10%에게 제공
- AUGE(Plan de Acceso Universal de Garantías Explícitas): 극 빈곤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로, 암을 비롯하여 정부가 지정한 49가지 질환과 7 개
의 수술 등 주요 위험 질병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 한편 , 민간건강보험의 경우 주로 건강증진기관(ISAPRE; Instituciones
de Salud Previsional)을 통해 제공됨77)
- 재원: 보험료, 보험료(소득의 7% 원천징수 + 개인 위험요인에 따라 추가 보험료 징수)
- 이용가능 병원: 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 기타 민간 의료기관 및 일부 공공병원
- 이용자: 소득이 높은 중산층 및 고소득자 등 인구의 약 17.5% 및 외국인78)
등 (2012년 기준 약 280만 명)
- 본인부담: 의료기관에 따라 상이

○ 칠레 의 보험 가입자 추이가 1990년에는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률이
89%에서 2013년에는 공공보험과 민간보험 가입률이 94.5%로 높아졌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79)
[표 44]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분류

공공보험(FONASA)

가입 방식

자동 가입(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

재원

국세, 지방세 및 개인부담금

국가 보조금, 기업출자금 및 개인부담금

수혜자

가입자 및 사회적 빈곤층 (인구의 약 70%)

가입자(인구의 약 18%)

보험료

민간보험(ISAPRES)

성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법으로
정함에 따름(일반적으로 소득의 7%)

개인이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많은 돈을 낼수록 더 많은 혜택)

가입된 보험에 따라 다름

보장 범위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계약 사항에서 보장하는 의료 서비스

보험료 지불 방법

월 납입

월 납입 및 일시 납부

한계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 범위 및 계획에 따른 보험금액

추가 보장 범위

진단 결과에 따라

지불 금액에 따라

출처: http:/ /slideplayer.e s/slide/303400

75) http:// www. scielosp.org/ pdf/spm/v53 s2/09. pdf, h ttp://www.rankings.cl/ 2014/ranking-de-isapres-en-c hile/
76) http:// www. scielosp.org/ pdf/spm/v53 s2/09. pdf, h ttp://www.rankings.cl/ 2014/ranking-de-isapres-en-c hile/
77) http:// www. scielosp.org/ pdf/spm/v53 s2/09. pdf, h ttp://www.rankings.cl/ 2014/ranking-de-isapres-en-c hile/
78) 칠레신분증 (Cedula de identidad)을 소유한 외국인에 한해 가입가능
79) http:// www. scielosp.org/ pdf/spm/v53 s2/09. pdf, h ttp://www.rankings.cl/ 2014/ranking-de-isapres-en-c 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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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 연도별 공공보험인구, 민간보험인구 및 기타인구 통계(1996~2013)
(단위: 명)

연도

공공보험

(1)

비중

(2)

민간보험

비중

기타

(3)

비중

전체(4)

1990

9,729,020

73.1%

2,108,308

15.9%

1,463,068

11.0%

13,300,396

1991

9,414,162

69.5%

2,566,144

18.9%

1,563,320

11.5%

13,543,626

1992

8,788,817

63.7%

3,000,063

21.8%

1,997,977

14.5%

13,786,857

1993

8,537,786

60.9%

3,431,543

24.5%

2,060,762

14.7%

14,030,091

1994

8,644,479

60.6%

3,669,874

25.7%

1,958,971

13.7%

14,273,324

1995

8,637,022

59.6%

3,763,649

26.0%

2,094,551

14.4%

14,495,222

1996

8,672,619

59.0%

3,813,384

25.9%

2,209,787

15.0%

14,695,790

1997

8,753,407

58.8%

3,882,572

26.1%

2,260,383

15.2%

14,896,362

1998

9,137,599

60.5%

3,679,835

24.4%

2,279,496

15.1%

15,096,930

1999

9,403,455

61.5%

3,323,373

21.7%

2,570,671

16.8%

15,297,499

2000

10,157,686

65.6%

3,092,195

20.0%

2,234,851

14.4%

15,484,732

2001

10,156,364

64.9%

2,940,795

18.8%

2,561,472

16.4%

15,658,631

2002

10,327,218

65.2%

2,828,228

17.9%

2,677,085

16.9%

15,832,531

2003

10,580,090

66.1%

2,729,088

17.0%

2,697,251

16.9%

16,066,429

2004

10,910,702

67.4%

2,678,432

16.6%

2,591,194

16.0%

16,180,328

2005

11,120,094

68.0%

2,660,338

16.3%

2,569,544

15.7%

16,349,976

2006

11,497,384

69.5%

2,684,554

16.3%

2,351,436

14.2%

16,515,374

2007

11,740,688

70.4%

2,776,912

16.6%

2,163,172

13.0%

16,680,772

2008

12,248,257

72.7%

2,780,396

16.5%

1,817,519

10.8%

16,846,172

2009

12,504,226

73.5%

2,776,572

16.3%

1,730,776

10.2%

17,011,574

2010

12,731,506

74.1%

2,825,618

16.5%

1,614,239

9.4%

17,171,363

2011

13,202,753

76.2%

2,925,973

16.9%

1,196,814

6.9%

17,325,540

2012

13,377,082

76.5%

3,064,076

17.5%

1,038,565

5.9%

17,479,723

2013

13,451,188

76.3%

3,206,312

18.2%

976,410

5.5%

17,633,910

출처: FON ASA, http:// www. fonasa.cl
주 (1): 공공보험인구는 FON ASA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주 (2): 민간보험인구는 ISAPRE 가입자를 기준 으로 한다.
주 (3): 기타 인구는 FFAA가입자이거나 보험이 없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주 (4): 총인구는 매년 1 2월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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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정보시스템
○ 칠레의 의료정보 시스템은 기타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많이 발전되어있다
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칠레에서 관련 정책을 통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을 만들어 진행하고 의료기기 현대화 사업을 수립하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의료정보시스템 수준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임
○ 현재 추진하는 의료정보시스템 정책에 대해 소개해보자면 , 이 정책의 근
본적인 목적은 행정정보공유를 통한 통합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
든’ 장소에서, ‘언제든지’, ‘모두’가 원하는 정보를 ‘ 모두 ’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있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평
등을 해소하며, 그들의 만족도를 채워주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해
주려는 것이 이 정책의 기본 원리임
-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칠레 정부는 년도별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의
료기관 정보 네트워크전략(Sistema de informacion de la Red Asistencial,
SIDRA80))을 수립하고, 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해 관련 분야 예산 증액

○ 칠레의 원격 의료기술은 이미 많은 발전을 이룬 상태로 이미 의료영상판
독이나 이미지판독에 대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진행되어왔고, 2014년까지
27개의 의료기관에서 9,902명의 환자가 기초 질병에 대한 원격 의료 진
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며, 2014년 이후 32개의 새로운 의료기관(19개
의 대형병원과 13개의 기초진료소)과 3,467명의 환자가 원격 진료 시스템
을 이용할 예정임
○ 칠레의 의료정보시스템 계획은 병원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시스템 그리고
기타 의료정보시스템으로 구분지어 계획이 수립되었음
- 병원정보시스템은 2012년부터 진단내용, 병동, 침상, 병원문서 , 응급실, 의약
품, 환자등록시스템 등 관리를 하여 모든 기관들의 관리정보를 전자기록시스템
을 개발하고 병원들의 재무회계 및 자원관리를 위한 ERP시스템 개발과 통합관
리시스템(GRD, ACG, BSC)을 2020년까지 개발 완료하여 안정화를 가질 계획
- 또한 추가적으로 기초의료기관의 기록 관리 시스템과 MINSA, FONASA, SIS 등
80) SIDRA 는 칠레에서 수립한 건강분야 디지털화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한 개의 통합정보시스템( 전자의무기
록 )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수준의 병원, 임상실험 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국민의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2014년까
지 총 1,084개의 기관이 이 시스템(SIDRA 2.0)을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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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과 연계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에 있음
- 국가정보시스템에서는 2020년까지 기초의료기관과 대형병원들의 전자의무기
록 시행하고 예방접종, 진료대기, 에이즈 바이러스 관리, 병원 내 감염시스템,
원격의료시스템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SISGES(Sistema
de Gestion Estadisticas)의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그림 34 ] 칠레의 의료정보시스템 향후 계획(2012~2020)
출처: Ministerio de Salud de Chile, Visión y Elementos Centrales del Plan de Salud Digital, Expohospital 2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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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 칠레 의료정보시스템 아키텍쳐
출처: Mini steri o de Salu d de Chile, Visi ón y Elemen tos Centrale s del Plan de Salud Digital, Ex poh ospital 2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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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출환경
1) 외국 의료인 진료 및 허용범위
(1) 의사자격 취득
○ 칠레는 외국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의사자격취득시험(Eunacom; Examen
Único de Conocimientos en Medicina)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81)
- 칠레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식 의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의학 지식에 대해 180분 동안 180문항을 물음
- 관련 사이트: http://www.eunacom.cl/

○ 외국 국적의 의사가 이 시험을 치르려면 , 출신대학의 수료증을 칠레 외무
부와 지원자 국가에 있는 칠레 영사관에서 확인 받아야 함82)
○ 2015년 8월에 있었던 1차 시험에서는 전체 응시자 (1,043명 )중 820명이
이미 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의였고, 이 중 33퍼센트(227명)가
합격하였음
- 약 2년 전부터 학생 및 직장인들의 효율적 시간활용을 배려하기 위해 연 2
회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
- 시험은 스페인어로 진행되므로 주로 주변 스페인어 사용 국가거나 의사들
의 처우가 좋지 않은 쿠바, 멕시코, 페루 등의 의사들이 주로 응시

81) EUNACOM, http://www.eunac om.cl
82) EUNACOM, http://www.eunac om.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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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 2014 의사면허 자격시험 (EUNACOM)결과
출처: EUN ACOM, http://www.eunac om.cl

○ 한편 2013년 12월 칠레에서는 의료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전
문의가 부족한 낙후지역에 한해서 외국인 전문의들이 별도의 국가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일각에서는 EUNACOM 을 치르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각각 차별을 둬야한다고 주장했고 각 의과대학들과 보
건복지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음
○ 특별히 지정된 낙후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거나, EUNACOM
을 치르지 않은 외국인 의사들은 자국에서 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해도
칠레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됨
○ 현재 칠레의 기초의료기관에만 32%(1,158명)의 외국인 전문의들이 진료
하고 있으며, 대형의료기관까지 합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
고 있고, 이들은 모두 칠레 현지의 의사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음

(2) 의료과오 책임
○ 최근 칠레에서도 점차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진료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공
공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송사례가 함께 늘고 있음83)
83) Albe rto Hurtado 의과 대학 잡지 게 재문 http:/ /www.pu roperiodismo.cl/? p=1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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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와 동시에 ,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과장되게 피해를 호소하
는 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칠레 정부에서는 이
현상이 의료서비스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의사들에게 늘 진단을 내리기 전 환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각 의료기관
에서도 의사와 환자사이의 신뢰를 형성할 것을 권고

○ 칠레도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
기 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소송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의료과실 피해소송의 절차와 같음
○ 의사의 의료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에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의 두 가지가 있고 , 형사소송의 경우 형법 제 491조를 따르고 만약 , 의료
과실이 공공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경우 , 의사의 과실 뿐만 아니라 공공
보건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묻기도 함84)
- 기본적으로 법 제 38조 ‘서비스의 오류 ’부분의 조항을 따르지만, 주관적인
견해가 대부분이므로 판단이 힘든 경우가 많음
- 칠레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나 환자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상담해주기 위해 Negligencias Medicas라는 기관을 운영
[ 표 46] 의료과실 인정 사례
2009 년 사망한 빅토르 마누엘(19). 처음 응급실에 방문했을 당시 의료진은 가벼운 인두염으로 진단
하고 빅토르를 퇴원시켰다. 그러나 응급실을 다녀간 이후 갑자기 사망했고 병원 측은 원인 불명의
급사라고 밝혔지만, 검사 후, 사인은 해산물 섭취에 의한 위장 장애였으나 제 때 치료하지 않은 것
이 사망 원인에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그의 여동생이 처음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소
송을 진행했고 2014년 대법원에서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해 총 1억 3,500 만 달러의 배상을 할 것
을 선고했다.
출처 : 칠레 일간지 Diario el Dia
http:// diarioeldia.cl/articulo/policial/ ovalle-confirman-re sponsabilidad-hospital-ratific an-sancion-tras-negligencia

○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은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했을 경우 이
에 대한 과실치사죄를 묻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의료
인을 처벌할 수 있지만 정상 참작을 해주기 때문에 극히 드문 일임85)
- 일단 형사소송이 발효되면 의사는 검찰 조사를 필히 받아야함

84) Albe rto Hurtado 의과 대학 잡지 게 재문 http:/ /www.pu roperiodismo.cl/? p=1004 2
85) Diego Portale s 법과대학 논문 (2011),
http:// www.udp.cl/de scargas/facultades_carre ras/derecho/pdf/inve stigaciones/Cuadern os_de_ analisis_ Coleccion_Derecho
_Privado/N6_Responsabilidad_ medic a/Original/Colec cion_DPrivadoN6_Re sponsabilidad_medic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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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의료인의 형사소송은 대부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하고, 그들의 과
실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까지 모두 포함했지만 최근에는 형사소송의 과
정에서 민사소송의 절차를 함께 밟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는 의료인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임86)
○ 민사 소송은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물질적
인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함
○ 이 경우 , 상기 의료행위가 공공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이나 의사의 진료
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법적인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두
고 있고, 법 조항 N19-966을 따름
- N19-966법은 공공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으므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른 일반 법률을 적용

○ 원칙상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공의료기관
에 적용되는 법률이 같아야하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어 의료법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87)
○ 최근 칠레에서는 점차 의료인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과거보다는 의료과실이 생겼을 때 의료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일이 많아
짐에 따라 검찰청에는 의료과실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설치했음
○ 한편, 의료소송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의사는 자신이 했던 의료행위에 대해
설명해야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에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의료인들은 의료행위의 결과’보다는 수단 및 방법에 집중해야할 필
요가 있음
- 환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환자의 동의 없는 의료행위를 했다
면 유죄가 될 수 있음

○ 의료인의 의료행위 설명의 의무는 법조항 Articulo 1547 inciso 3° del
codigo civil에서 확인할 수 있음88)
86) Diego Portale s 법과대학 논문 (2011),
http:// www.udp.cl/de scargas/facultades_carre ras/derecho/pdf/inve stigaciones/Cuadern os_de_ analisis_ Coleccion_Derecho
_Privado/N6_Responsabilidad_ medic a/Original/Colec cion_DPrivadoN6_Re sponsabilidad_medica.pdf
87) Diego Portale s 법과대학 논문 (2011),
http:// www.udp.cl/de scargas/facultades_carre ras/derecho/pdf/inve stigaciones/Cuadern os_de_ analisis_ Coleccion_Derecho
_Privado/N6_Responsabilidad_ medic a/Original/Colec cion_DPrivadoN6_Re sponsabilidad_medic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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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의 의료분쟁 절차와 관련 법률은 칠레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들에게
도 동일하게 적용
[ 표 47] 주요 의료사고 유형
1. 외과적 수술로 인한 신체 손상
2. 진단의 오류로 인한 병의 악화
3. 진료 시 기구나 기기의 오사용
4. 부적절한 약물의 처방
5. 환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부족
6. 병원 내 감염
7. 의료 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
8. 병원 내에서 발생한 사상 (들 것 또는 휠체어에 의한 낙상 등 )
9. 환자에 대한 사전정보부족으로 발생한 사고
10. 영상 진단물의 해석오류
11. 감전과 같은 진료 기기나 도구에 의한 사고
12. 과도한 방사선 노출로 인한 사고
13. 수술 중 환자 신체에 도구를 넣은 사고
출처: Neglig encias Medicas, http://www.negligenciasmedic as.cl/ errore s-medicos- frecuente s/

2) 의료기관 설립·운영절차 및 관련 규제
○ 칠레에서는 외국 의료기관 진출에 대한 별다른 진입 장벽이 없으며, 의료
기관 또한 기관의 성질에 따라 일반법인 및 기업 설립절차와 같은 방법으
로 설립할 수 있음89)
○ 보건시설규정 및 보건의료지원서비스 최고 시행령 번호 42, 일반 보건법
제 2,763조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음
- 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분야별 국가위원회가 설정한 표준을 준수

○ 칠레는 투자 규모나 방식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합명회사(Sociedad Colectiva),
주식회사(S.A,S ociedad Anónima), 합자회사(Sociedad Comanditaria), 유한
책임회사(S.R.L,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로 구분함

88) Diego Portale s 법과대학 논문 (2011),
http:// www.udp.cl/de scargas/facultades_carre ras/derecho/pdf/inve stigaciones/Cuadern os_de_ analisis_ Coleccion_Derecho
_Privado/N6_Responsabilidad_ medic a/Original/Colec cion_DPrivadoN6_Re sponsabilidad_medica.pdf
89) 칠레 변호사 자 문 및 http:// www.leychile.cl/Navegar?idNorma=237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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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내에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음90)
1. 어떤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 회사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함
2. 회사 설립을 위한 관련 서류의 초안을 작성하여 투자자 및 모든 출자자의 신
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를 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변호사나 다른 전문
가의 서명과 함께 작성해야함
※ 각각의 변호사마다 수임료가 다르지만 평균 200,000달러에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음
3. 합법한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의 서명이 들어간 모든 서류를 공증 받아야함.
※ 이 때, 공증 기관에서는 초기 자본의 1,000분의 1 수준의 금액을 청구함. 예
를 들어, 설립 초기 자본이 500만 달러라면 5,000달러를 청구하는 것이고 또
한, 서류의 양에 따라 공증비용은 따로 청구되며 서류 합법화 절차를 진행하
는 동안에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음
4. 45일내에 모든 서류를 관보에 게재해야하고, 이 때, 글자당 32페소의 금액,
즉 1,000글자의 서류 당 32,000페소의 금액을 지불해야함
5. 회사의 설립을 공식 문서화하는 모든 일을 마쳤다면 60일 내(공휴일, 평일
포함)에 업종, 주사무소 주소, 자본금, 회사조직, 주주총회, 이사회, 이익배당
방법, 청산절차, 중재방법 등이 기재된 정관과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해당지
역의 상업등기소에 등기하고, 관보에 게재되면 비로소 설립절차가 완료됨
※ 공개주식회사는 증권등기소에 등기하고 이 과정에서 등기소의 관리인은 초기 자본금
의 0.2%의 금액을 청구하며, 보통 6,000달러부터 300,000달러 사이의 금액이 책정됨

○ 회사 설립을 위한 서류에는 상법 제 35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91)
1. 발기인의 성명
2. 회사의 목적 및 상호
3. 이사 및 감사의 인원수 및 명단
4. 공동 출자자들의 동산·부동산·채권 등 재산 형태에 따른 액수
5. 회사의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 혹은 자본의 이동 방식
6.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및 손해
7.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 발기인 및 이사 및 감사 등 사원들의 보수액
9. 회사가 매각 또는 해산할 때에는 그 방법
10.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때에는 규정 및 대리인 성명
11. 회사의 소재지
12. 투자자 및 출자자 모두가 합의한 강행규정

90) 중남미 진출을 위한 가이드 (스페인 자료 )
http://www.cea.es/ portal/novedade s/201 2/GuiaInversione s/america/chile/incentivos_n acionales_inv ersion.html
91) 칠레 경제일간지 Economia y Neg ocios, http://www.economiaynegocios.cl/mis_finan zas/de talle s/ detalle_emp.asp?i d=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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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
1. 외국인 투자 위원회(CIE)의 집행위원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서류의 내용에는 사업 관
련 프로젝트 및 투자 규모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www.inversionextranjera.cl에서 찾아볼 수 있음
2. 계약은 외국인 투자 위원회(CIE)의 대표자와 투자자가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면 체결이 되는 방
식임. 투자요청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보통 20 일에서 한 달이 걸리지만 최대 6개월까지 시간이 소
요될 수도 있음 . 한편 ,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이기 때문에 체결 당시의 기록이 그대로 적용되며 , 관
련 법률이 바뀌더라도 바뀐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도 있음
3.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승인이 나면 6개월 이내에 투자규모 , 투자 자본형태 , 투자 완료기간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계약을 진행하며 광업투자의 경우 8년 이내, 기타 분야에 대한 투자는 3 년 이내
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함. 그러나 사전 조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는 사
업의 경우에는 자본금 납입기간을 최대 12 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출처 : 중남미 진출을 위한 가이드(스페인 자료 )
http:// www.c ea.es/portal/nove dades/ 2012/GuiaInve rsi ones/ ame rica/chile /incentiv os_nacionale s_inversion.html

3)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
○ 칠레의 투자법인 철수를 위해서는 투자관련 법령 N830, Circular N41,
Circular N46, Circular N66, Resolución Exenta N5879, Resolución
Exenta N12, Resolución Exenta N16, Resolución Exenta N29,
Resolución Exenta N41 , Circular N12을 따름92)
○ 칠레의 법인 청산 및 철수는 사업 중단 2개월 안에 칠레 국세청에 신고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의 성격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절차를 따르
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음 93)
-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영업활동을 일절 할 수 없음
- 부득이 회사명을 사용해야한다면 청산중이라는 표기(En Liquidacion)를 해야 함
- 청산을 담당할 위원회를 3 명으로 구성하며 주주 의사회를 통해야 함
- 법인은 청산이 결정된 경우 자본을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있음

92)
http:// derec ho.isipe dia.com/terce ro/ dere cho-mercantil-i/parte-2-segunda-prueba-presen cial/2 2-la-disolucion-y-liquidaci
on- de-las-sociedades-me rcantiles
93)
http:// derec ho.isipe dia.com/terce ro/ dere cho-mercantil-i/parte-2-segunda-prueba-presen cial/2 2-la-disolucion-y-liquidaci
on- de-las-sociedades-me rcan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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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외의 법인 청산 및 철수는 사업자의 의지 , 파산, 계약기간 종료 ,
자산의 손실, 사업자의 사망이 있었을 때 인정되며 , 국세청 홈페이지
(www.sii.cl/)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
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부서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음94)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는 방법
www.sii.cl → Registro de Contribuyente → Declaracion de Termino de Giro

※ 지역 세무서를 통할 시 필요한 서류
2121양식 , 사업자의 신분증 (대리인이 처리하는 경우 공증을 받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업
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미제출 된 영수증 및 계산서와 같은 파기가 필요한 모든 서류, 사업
중단 전년도 매출신고서(2 종 소득세만 내고 있는 사업자 제외), 법적 신고서, 최근 3개월간의 부가
가치세 신고서(2 종 소득세만 내고 있는 사업자 제외), 회계사가 최근 한 달 이내에 발행한 채무증
명서, 상속증명서(상속인이 있는 경우)
- 참고 홈페이지: http://www.sii.cl/formularios/imagen/2121.pdf
사업 중단 전년도 매출신고서 관련(서류양식 F22)
http://www.sii.cl/formularios/imagen/F22.pdf
법적신고서 관련(서류양식 F18XX)
http://www.sii.cl/formularios/imagen/F29.pdf
최근 3 개월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서류양식 F29)

http://www.sii.cl/declaraciones_juradas/suplemento/2013/anexo_c2013.htm
모든 절차가 끝나면 사업 청산서를 작성하여 주주들의 서명을 받고 이를 자산규범관리교역등기소
(Registro de Comercio del Conservador de Bienes Raices)에 등록하고, 만약 주식회사이거나
유한회사라면 Diario Oficial에 게재해야 함95)

4) 對 칠레 보건의료분야 진출사례
○ 칠레는 2009년 보건의료 사업 분야에 처음으로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방식을 도입 96)
○ 칠레의 보건복지부와 공공사업부는 La florida와 Maipú지역에 건설되는
두 병원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발주했으며 La florida 지역의 병원
은 2013년 11월에 완공되었고 Maipú 지역의 병원은 2013년 12월에
‘Hospital El Carmen’이라는 이름으로 완공되었음
94) Probono, http://www.probono.cl/wp-c ontent/uploads/2010/ 07/paso-a- paso-45.pdf
95) Chileatiende, http:// www. chileatiende.cl/fichas/ver/37552
96) 라틴아메리카의 Public- Priv ate- Partnerships사례 Full report(캘리포니아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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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병원 모두 늦은 행정 처리(병원 부지 및 재정 문제 관련)로 인해 계약
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었으며 이후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커뮤
니케이션 문제로 운영 라이센스 취득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 이 문제는 전적으로 칠레의 공공사업부 및 자치단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업체 측에 적용되는 별다른 페널티는 없었음

○ 의료보건 분야의 두 번째 PPP사업은 2012년 말에 이루어졌는데, Antofagasta
지역 북부 광산지역에 있는 병원을 재건축하는 것이었음
○ 광산 지역의 노동자들은 평균 급여가 높기 때문에 처음 이 프로젝트를 수
주할 당시 민간업체들은 건설 용역을 쓰는 데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들
까봐 걱정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기도 했음
- 세부사항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이 프로젝트를 낙찰 받은 Consorcio Salud
Siglo XXI(스페인)업체는 이를 상쇄할만한 혁신적인 공사비용 제안서를 제출했
다고 함

○ 해당 병원은 2014년에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쯤에 완공될 것으로 보임
○ 이후, 2014년에 또 다른 세 개의 병원 (Hospital de Salvador, Instituto
Nacional de Geriatria, Hospital Felix Bulnes) 재건축 사업을 PPP방
식으로 진행하였으나 Hospital de Salvador와 Instituto Nacional de
Geriatria는 2010년 칠레 지진 당시 심한 손상을 입었음
- 해당 병원들은 2015년에 공사 재개

○ 상기 6개의 병원은 모두 운영일로부터 15년 계약이며 , DBOT97)(설계, 시
공, 운영 및 인계) 방식으로 상정됨( 세탁 , 보안, 주차, 식당 등 비 임상분
야의 서비스까지 포함)
○ 첫 PPP사업을 입찰할 당시 의료기기와 IT분야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후
의 모든 사업에는 이를 포함 98)

97) 일정기간동안 낙찰업체가 해당 인프라 시설 운영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투자액 및 이익을 회수한 후 정부에 인계하는 방식
98) 라틴아메리카의 Public- Priv ate- Partnerships사례 Full report(캘리포니아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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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칠레 보건의료시장으로의 PPP방식 진출사례
시설
Hospital
de L a
Florida
( 신설)
Hospital
de Maipu
( 신설)
Hospital
de
Antofagas
ta
(재건축)

계약 년도
(현재 상태)

La Florida
(S antiago),

2009
(운영 중)

Hospital
Félix
Bulne s
(재건축)
Hospital
Dr.
Sótero
del Río*
(재건축)

2013
(건설 중)

2014
(건설 중)

2014
(건설 중)

S outhe rn
Hospital
Network
( 신설)

민간 업체

시설 유형

Technocontrol

일반 병원
( 병상 수
391개 )

초기

의료장비

투자액

및 IT

3억
1,300만
USD

미포함

공공
사업부 및
보건복지
부

( 스페인/이탈
리아)
Constructoras
de San Jose

일반 병원
( 병상 수
342개 )

공공
사업부 및
보건복지
부

Consorcio
Salud S iglo
XXI
( 스페인)

지역 3 차
병원
( 병상 수
671개 )

3 억 USD

계약 기간
동안
포함 (15년)

공공
사업부 및
보건복지
부

Consorcio
de S alud
Santiago
Oriente
( 스페인/멕시
코 /칠레 )

3차 병원
( 병상 수
640개 )

2억
5,400만
USD
(추정치)

계약 기간
동안
포함 (15년)

Cerro
Navia
(S antiago),

공공
사업부 및
보건복지
부

Astaldi
Concessioni
S.R.L
( 이탈리아 )

3차 병원
( 병상 수
588개 )

2억
1,100만
USD
(추정치)

계약 기간
동안
포함 (15년)

Puente
Alto
(Cordillera)

공공
사업부 및
보건복지
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종합 병원
(2개 병원
합계 추정
병상 수
500개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종합 병원
(3개 병원
합계 추정
병상 수
1,300개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Metropolitan

Maipu
(S antiago),

Antofagasta
Antofagasta

Provid encia

(S antiago),
Metropolitan

Metropolitan

3차 병원
철수

Hospital
de Pue nte
Alto
( 신설)
Region V
Hospital
Network
( 신설)

정부기관

Metropolitan

Hospital
de
Salvador
(재건축)

Instituto
Nacional
de
Geriatria*
(재건축)

위치

Metropolitan

철수

Quillota/
Petorca,
Valparaiso

공공
사업부 및
보건복지
부

철수

Curico/
L inares,
Maule
Chillan,
Biobio

공공
사업부 및
보건복지
부

해당 없음
일반 병원
(추정
병상 수
1,050개 )

출처 : 라틴아 메리카의 Public-Private-Partne rships 사례 Full re port(캘리포 니아 대학교 )
* 20 10년 지진으로 인한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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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른 방식의 對 칠레 보건의료분야 진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아직 찾아볼 수 없음

□ Hospital el Carmen(Hospital de Maipú)
○ 2009년 칠레에 해외 법인(Constructoras de San Jose)을 둔 스페인 기업
‘BBATS Consulting & Projects SLP’이 산티아고 Maipu 지역에 병원 건립99)
- 2013년 12월 완공되었으며, ‘Hospital el Carmen’으로 명명되었음
- 총 면적은 69.256m²
- 342개 병상과 41개의 진료실을 갖춘 대형병원

○ 계약은 칠레 공공사업부 및 보건복지부와 체결하였으며, 15년의 DBOT방식
으로 15년 동안 낙찰업체가 해당 인프라 시설 운영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투자액 및 이익을 회수한 후 시설을 정부에 인계함

[ 그림 37] Hospital el Carmen
출처 : http://inve rsionensaludparachile.blogspot.kr/2012/07 /hospital-el-carmen-de- maipu-ex tensa-y.html

□ Hospital de Antofagasta
○ 2013년 스페인의 ‘Consorcio Salud Siglo XXI(Sacyr)’회사가 칠레의
Antofagasta지역의 병원건립에 3억 USD를 투자하기로 결정100)
○ 이 병원은 총 671개 병상을 가진 대형병원으로 현재 건설 중에 있고,
2017년 쯤 완공될 예정이며, 약 26만 명의 지역주민이 이 병원의 서비스
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99) http://inversionen saludparachile. blog spot. kr/2 012/07/h ospital-el-carmen- de-maipu-exten sa- y.html
100)
http:// www.fenpruss.cl/historico/inde x.php?option=c om_k2&view=item&id=1851:empresa-sacyr-que-c onstruir%C3%A1-nue
vo-hospital- de-an tofagasta-es- cuesti onada-en-obras-internacionales&Itemi d=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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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spital el Carmen과 마찬가지로 계약은 칠레 공공사업부 및 보건복지부
와 체결하였으며, 15년의 DBOT방식으로 15년 동안 낙찰업체가 해당 인프
라 시설 운영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투자액 및 이익을 회수한 후 시설을
정부에 인계함
○ 해당 병원은 이미 칠레 지역 내부에서 1998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임

[그림 38 ] Antofagasta지역병원 가상설계화면
출처:
http://n oticias.lainformacion. com/econ omia-neg ocios-y-finanzas/institucion/sacyr-con struira-e
l-mayor-hospital-de-chile-por-un os-200-millones-de-eu ros_7WHu YRZswZ2O PjgcKn3c8 2/

5) 칠레 투자 사업 정보
○ 의료기기와 의료장비, 소모품 등 보건부분에 대한 공공입찰은 칠레 보건조달
국(Cenabast)에서 담당하지만 입찰절차는 조달청(Chilecompras)에서 온라인
으로 진행101)
○ 이에 따라, 칠레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산하 조달청(Dirrecion
Chile Compra)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입찰 정보를 공개 및 실시하고 있
101) 칠레 산티아고 무역관, h ttp://www.kotra.or.kr/kbc/K TMIUI010M.html?SITE_ CD=10050&SITE_SE_CD=103 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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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 동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입찰은 칠레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까지도 자유롭게 참여 가능함
- 입찰 정보에 대한 검색은 회원등록 없이도 가능하나, 입찰 참여는 반드시 회원등록을
통해서만 가능함

○ 칠레 조달청 공공입찰 정보는 입찰규모에 따라 작은 규모의 Mercado
Publico 큰 규모의 Chile Proveedores 등 두 가지로 구분된 전자조달 웹페
이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큰 규모의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작은 규모
의 입찰 웹페이지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추가정보 입력 및 회사규
모에 따른 소정의 등록수수료(1년 기준, 57~137USD)를 납부하여야 함102)
○ 관련 웹 페이지 주소
- 칠레 조달청(Dirrecion Chile Compra), http://www.chilecompra.cl/
- Mercado Publico, http://www.mercadopublico.cl/Portal/Login.aspx
- Chile Proveedores, http://www.chileproveedores.cl/chprovdnn/

[ 그림 39] Chile Proveedores 메인 화면
출처: http:// www.chileproveedore s.cl/chprovdnn/

○ 일반적인 칠레의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음
-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인프라 사업 및 보건 분야 등 여러 사업에 대한 기본 정보
를 자세히 알 수 있음
102) 칠레 산티아고 무역관, h ttp://www.kotra.or.kr/kbc/K TMIUI010M.html?SITE_ CD=10050&SITE_SE_CD=103 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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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iechile.gob.cl/ (칠레 투자청)

[그림 40] 칠레 투자청(CIE) 홈페이지
출처: http://www.ciechile. gob.cl/

[ 그림 41] 칠레 인프라 사업 프로젝트 소개
출처: http:// www.cie chile.gob.cl/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03 -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2. 진출전략
□ 진출 환경 종합
[표 50 ] 한국의 칠레 의료시장 진출에 대한 SWOT 분석
Strengths
"
"

"
"
"
"
"
"
"
"
"

Opport unities

2004년 4 월 한-칠레 간 FTA발효 이후 관세
인하 등 무역장벽 철폐
미국 등 의료 선진국과 대응한 기술력에 낮은
비용으로 제공 가능
- OECD Health Data 2014 에 따르면 국내
의료 시설과 장비는 OECD 가입 34개 국가
중 2 위에 이르는 선진 시스템을 보유
선진화된 ICT기반의 병원 운영시스템 및 원격
진료 시스템 개발 역량이 높음
높은 내국인 수요와 더불어 외국인환자가 증
가함에 따라 다양한 임상경험 보유
제네릭 중심이던 제약사의 R&D 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시적 성과 도출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
공 가능
한의학 등 전통의학 기반의 새로운 대체의학
제공 가능
칠레 등 중남미 국가에 비해 대기시간 관리
등 매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 보유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시스템
수출 경험 보유
병원 내 높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 보유
의료산업과 융복합할 수 있는 ICT 분야의 글
로벌 수준의 역량 보유

Weakness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hreats

높은 의료수준 대비 낮은 해외 인지도
국내 전문 의료인력의 장기적인 파견이 어려
움
의료기기 및 제약 등을 유통하기 위한 칠레
현지 네트워크 부족
언어 및 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커뮤니케
이션 등 환자 대응 문제
일부 대형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단독 진출 경
험 및 노하우 부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원격의료 등에 대한 국
내 전면 도입 사례 부족
의료시스템의 현지화 미흡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경험 부족
칠레 현지에서 소비되는 제네릭 의약품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단가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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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 중남미 1위
자원부국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1인당 평균 소비액 기준 중남미 최대 시장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및 우호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
높은 인터넷 보급률
낮은 부정부패 및 비교적 투명한 행정시스템
비효율적 행정시스템 개선 추진
스마트폰 보급률 지속 증가
한국 브랜드에 대한 높은 호감도
한국-칠레 간 보건의료분야 MOU 체결
한국 참여가 논의되는 병원정보시스템 현대화
사업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정부정책 추진
첨단장비에 대한 선호
의료기기 및 의약품 관련 간편한 인증제도 운영
보건의료 수준 개선 및 의료기관 신규 설립을
위한 예산 증액 등 정부정책의 공격적 추진
원격의료 확대 추진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 추세
한국 의료기기 수입규모의 증가 추세
정부의 도시 -농촌지역 간 의료격차 개선 노력
높은 보험 가입률 및 민간보험시장 존재
백내장, 당뇨병 망막증 등 안과 수술 관련
정부 및 국민의 높은 니즈 존재

약국 체인점 중심의 유통구조
의료기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절대적으로 낮은 의료인력 급여수준 및 낮은
처우
우수한 의료자원의 부족 (OECD 평균의 절반 )
낮은 의료비 지출 규모
넓은 국토
도시-농촌지역 간 의료격차 극심
비효율적 행정시스템
비 영어권 국가
외국인 의사를 위한 자격시험제도 운영
외국인 투자를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 없음
낮은 고용 해고 유연성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건설 프로젝트
좌절 사례가 있어 반복 가능성 존재
행정시스템 개선 대책의 성과 불투명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가능성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제품 중심 시장구조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04 -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 칠레는 중남미 지역으로 한정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의료 수준
과, 1인당 소비액 기준으로 가장 큰 소비시장을 가진 국가로 , 향후 의료
서비스 시장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공공보험뿐만 아니라 민간보험시장도 존재하고 있으며 , 두 분야를 합치면
90% 이상의 높은 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백내장 , 당뇨병 망막증 등 안과 수술과 관련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니즈가 존재함

○ 칠레 정부 역시 보건의료지표 향상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
속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특히 원격의료와 한국 참여가 논의
되는 병원정보시스템 현대화 사업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 병원 등 인프라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 분포가 넓은 특성을 고려해 원격의료를 통한 의
료서비스 접근성 해소에 관심이 높은 상황
- 칠레는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의료인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특히
전체 의료진 中 60%이상이 수도 산티아고 지역에 집중

○ 칠레 의료기기 시장은 2014년 약 8.62억 달러 (세계 37위)이며, 인당 평균
소비액 기준으로 중남미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
음
- 칠레의료기기 시장은 중남미 국가 中 시장 규모는 작지만, 칠레 정부의 공공의
료시설 현대화 정책으로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또한 자국 제조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의료기기의 대부분을 수입
에 의존하는 국가로,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의 제품이 선점하고 있었으
나, 최근 의료용 소모품을 중심으로 중저가의 중국산 제품 수입비중이 증
가하고 있음
○ 제약 산업의 경우 내수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나 칠레 정부의 시장 개방
화 정책으로 의약품 수입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로컬업체와 다국적 제약업체의 경
쟁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소비시장은 저가 제네릭 의약품이 대세임
○ 위와 같이 지속적인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시장과 함께 외국
인 자본에 대한 우호적 환경, 보건의료분야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05 -

2015 한국의료 칠레 진출 가이드

지 및 투자확대 등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진출을 위한 제반 환경은 양호한
편으로 분석됨

□ 진출 접근방식: 정부 - 민간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거점으로서의 의료
기관 설립 및 시스템 동반 진출
○ 외국인 의사의 신분으로 칠레 내에서 직접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칠레 정
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사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직접진출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함
- 타 사례를 보면 , 주로 같은 언어권인 스페인 , 멕시코에서 진출하고 있으
며 , 칠레 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탈리아계 의료기관이 진출한 것으
로 파악

○ 또한 아직까지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한 사례가 없고, 문화적으로나 지리
적으로 먼 중남미 지역에 초기투자 비용이 높은 단독 진출이나 단기간 내
대규모 성과 도출은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칠레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
는 ICT기반의 의료시스템 및 첨단 의료기기 등은 고도의 노하우와 대규
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의료기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임
- 칠레 정부가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원격의료의 경우 단지 운영이 아닌 시스
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의료기관이 진출 가능한 분야

○ 따라서 초기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칠레 정부가 중심이 되어 공공
보험시장 및 공공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의료기관 중심의 진출이 선
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초기 리스크 감소를 위해 일종의 합작투자 방식인 민관협력체계(PPP)방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다수의 외국 자본의 진출 역시
이러한 PPP 방식을 선택)
- 우리나라 시스템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현지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민
간 투자를 조달하고 현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수출 거
점을 마련하고 현지 시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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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칠레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단순한
외국계 병원 진출이 아닌 칠레 정부의 주요 니즈인 보건의료수준 개선을
위한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수익성을 고려하여 가장 큰 시장인 수도 산티아고를 포함하되, 정책적으로 개
발하고자 하는 도시 2~3개의 후보군을 설정, 사업타당성 검토 후 진출 타진

○ 중남미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제약, 의료
기기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수출을 위해 의료기관을 칠레 보건의료산업 개
선을 위한 교육센터 및 칠레 정부에 국내 의료IT 시스템을 시연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로 포지셔닝 할 필요가 있음
- 칠레 정부는 병원정보시스템 및 원격의료 구축 , 우수의료인력 양성 및 의
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니즈를 보유하고 있어 , 단순한 외국자본의
의료기관 진출보다는 이러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모델이 필요한 상황
-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등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SPC
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

○ 상대적으로 설립 주체 및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현지 제도를 충
분히 활용해, 향후 본격적인 의료시스템 수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을 위한 일종의 인큐베이터이자 수출센터로 활용함
- 의료기관 내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테스트베드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 및 공간을 제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이 연계한 현지 지원센터 입주
- 의료시스템의 경우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칠레 정부와의 협조하에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의 원격의료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형태로 단
계적으로 확대
- 의료기기의 경우 조달 방식 역시 판매부터 리스까지 다양한 형태로 접근 필
요하며, 제약의 경우에는 제네릭을 중심으로 수출 경로 확보 및 현지 생산
시설 확충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주요 약국체인을 중
심으로 유통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접근이 필요

○ 특히 칠레 내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의대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의료시
스템 및 제품을 익숙하게 느끼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및 제약시장의 진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음
- 의료기기나 의약품의 경우 양국 간 거래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칠레 병원
들이 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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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한 제품을 선호하고, 리스크로 인해 유명 기업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에
서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
- 전반적으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기존
유통업체가 정부 및 민간 시장과 오랜 거래관계로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

○ 칠레는 신규 조달 채널을 형성하기 쉽지 않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더라도
단기간의 대규모 구매가 힘든 상황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단
계적 접근방식이 초기 시장 진입 모델로 고려할 수 있음
- 아직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리스크가 높은 개발도상국 보건 의료 시
장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 정책, 시장)리스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이며 , 초기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후 칠레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의 이해도가 향상
되고 국내 제품을 익숙하게 인식하는 시점에서 기존 진출 병원 및 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를 통해 정보제공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진출 시도가 뒷
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이러한 접근방식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및 코트라
등 범부처 차원의 연계와 협의가 중요함

○ 이후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 및 정보에 대한 습득이 이루어진 이후에 의료
기관 단독 진출 형태를 추진할 경우, 초기 진입전략과 달리 민간보험시장
및 외국인을 위한 시장 진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예상
- 일반 진료과목은 현지 병원 또는 현지에 기 진출한 해외 병원과의 경쟁에
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려움
- 종합병원 진출보다는 안과질환 등 현지 니즈를 토대로 한 전문과 중심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로 체형관리에 많은 노하우 및 프로그
램을 가지고 있는 국내 의료기관들의 강점을 살려 당뇨 등 현지에서 빈도
가 높은 당뇨 및 관련 합병증 치료와 관련된 과목을 중심으로 접근

○ 칠레 진출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고용관련 내용으로 칠레 노동법
에 따라 25인 이상의 기업은 종업원의 85% 이상을 칠레 국적자로 고용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
- 최소 고용계약기간은 1개월로 1회 연장이 가능하나, 추가 연장 시 혹은 계
약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영구 고용계약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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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규정은 소규모 진출 시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및 기업 현지 진출 시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현지 노무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와 다른 방식의 현지 사정에 맞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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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보건복지부(MINSAL)

칠레 통계청(INE)

주 칠레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칠레 한인회

주 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56 22 2497920

600 360 3000

+56 22 5740100

+56 22 8924000

+56 22 3629991

+56 22 7773540

+56 22 2284214

상담 전화번호

Ahumada 11, 12th Floor - Santiago, Chile

Rosal 349, Santiago, Región Metropolitana, Ch ile

Alcántara 44, Piso 4 Las Condes, Santiago. Chile

Monjitas N° 665, Santiago, Chile

Mac Iver 541, Santiago, Ch ile

Av. Presidente Bu lnes 418, Santiago de Chile

Av. 11 de Septiembre 1901, Ofc. 52, Santiago, Chile

Rio de Janeiro 435, Recoleta, Santiago, Chile

Alcántara 74, Las Condes, Santiago, Chile

현지 주소

http://www.ciechile.gob.cl/

http://www.eunacom.cl/

http://www.isapre.cl/

https://www.fonasa.cl/

http://www.minsal.cl/

http://www.ine.cl/

-

-

http://chl.mofa.go.kr/

홈페이지

※ 별첨: 주요 유관기관 리스트

칠레 사회보장보험(FOANASA)

+56 22 6324846

기관명

칠레 민영의료보험(ISAPRE)

+56 22 6639200

칠레 주요 유관기관

칠레 외국인 투자 위원회(CIE)

칠레 의사면허 자격시험기관(EUNACOM)

http://www.ispch.cl/

http://www.cenabast.cl/

http://www.salud-e.cl/

http://www.ips.gob.cl/index.php

Avda Man uel Anton io Matta 644, 87, Santiago, Chile

Mac Iver 541, Santiago, Ch ile

Alameda 1353, Santiago, Chile

http://www.deis.cl/

http://www.suseso.gob.cl/

Avenida Marathon 1000, Santiago, Región Metropolitana, Ch ile

600 440 0040

Huérfanos 1376, Santiago, Chile

+56 22 5748200

+56 22 5740100

Mac-Iver 541, Piso 6, Santiago, Chile

+56 22 5755201

칠레 사회보장연구소(IPS)

+56 22 6204500

칠레 공중보건청(ISP)

칠레 의료정보시스템관리부(SALUD-E)

+56 22 5740100

칠레 보건조달청(CENABAST)

칠레 건강정보관리부(DEIS)

칠레 사회복지관리청(SUSESO)

http://www.u c.cl/

http://www.u chile.cl/

칠레 주요 상위 의과대학
Av Libertador Bernardo O'Higgins 1058, Santiago, Chile

http://www.usach.cl/

+56 22 9782000

http://www.uv.cl/

http://www.udec.cl/pexterno/

UNIVERSIDAD DE CHILE

Concepción, Región del Bío Bío, Chile

https://www.uach.cl/

Av. Libertador Bernardo O`Higgins 3363, Santiago, Chile

Blan co 951, Valparaíso, Región de Valparaíso, Chile

Avda. L ibertador Bernardo OHiggins 340, Santiago, Ch ile

+56 41 2204000

Independen cia 641, Valdivia, Región de los Ríos, Chile

+56 22 3544000

+56 32 2507000

+56 22 7180000

UNIVERSIDAD DE CON CEPCION

+56 63 2221277

http://www.ucn.cl/

http://www.uandes.cl/

UNIVERSIDAD DE SANTIAGO DE CHILE

UNIVERSIDAD DE VALPARAISO

Monseñor Álvaro del Portillo 12445, Santiago, Chile

PONTIF ICIA UNIVERSIDAD CATOLICA DE CHILE

UNIVERS IDAD AUSTRAL DE CHILE

+56 22 6181000

http://www.udp.cl/

UNIVERSIDAD DE LOS ANDES

http://www.clc.cl/

Calle Vergara 210, Santiago, Región Metropolitana, Chile

http://www.alemana.cl/

Avda An gamos 0610, Antofagasta, Región de Antofagasta, Chile

Av. Vitacura 5951, Santiago, Región Metropolitana, Chile

Comuna Las Condes, Estoril 450, Las Condes, Santiago, Chile

http://www.clintegral.cl/

http://www.capredena.cl/institu cion/centros _salud/

+56 55 2355000

+56 22 2104000

Paseo Buln es N° 102, Santiago Centro, Chile

+56 22 26762000

+56 22 2101111

Calle Caceres 649, Rancagua, VI Región, Ch ile

UNIVERS IDAD DIEGO PORTALES

CL INICA LAS CONDES

+56 22 4227887

UNIVERSIDAD CATOLICA DEL NO RTE

CLINICA ALEMANA DE SANTIAGO DE CHILE

+56 72 2200831

칠레 주요 병원

INTE GRALMEDICA CLIN ICA

GRUPO CAPREDENA SA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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