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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본정보
1. 국가개황
2. 거시환경

2015 한국의료 브라질 진출 가이드

1. 국가개황
1) 일반
면적
1 인당 GDP
총 GDP

8,514,877㎢ (세계 5위 )
9,312 USD(2015, 세계 70위)
1 조 9,039억 USD(2015, 세계 8위)

인구

204,259,812 명 (2015)

언어

포르투갈어

종교

가톨릭교 (64.6%), 개신교 (22.2%), 기타 (8%)

환율
(‘16년 1월 기 준 )

1헤알 = 293원 , 1달러 = 4.04헤알

(1) 지리
○ 브라질의 총면적은 한반도의 약 37배에 이르는 약 851만 ㎢으로 전체적으
로 브라질은 고원지대, 저지대, 아마존 평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브라질
고원은 해안선을 따라 발달된 산맥으로부터 내륙지방으로 뻗어 있음1)
- 브라질의 동남부인 미나스 제라이스 , 상파울루주에 걸쳐 있으며 , 면적은
약 149㎢로 고도는 대략 300~900m에 달하며 짧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저지대, 낮은 산지, 평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아마존 평원은 브라질 국토면적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그루강
및 타파주스강등을 비롯한 지류를 갖고 있는 아마존 강이 흐르고 있고 저
지대는 브라질 국토의 약 30% 이상이 해발 200m이하의 저지로, 마뚜 그
로수주의 판타날을 중심으로 파라과이 분지가 주곡임

(2) 기후
○ 브라질의 기후는 대략 적도 기후, 열대 기후, 아열대 기후 등 3가지 종류
로 나눌 수 있지만, 서로 인접한 지역이라도 환경 조건에 따라 기후에 차
이가 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방대한 국토에 지역마다 상이한 환경을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브라질 북동부지역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 확대 방안, 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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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브라질의 기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음2)
- 국토의 92% 이상이 남회귀선 (Tropic of Capricorn) 위쪽에 위치하여 전
체적으로는 열대기후를 가진 국가로 분류되며, 파라나(Paraná), 산타 카타
리나 (Santa Catarina), 리우 그란데두 술(Rio Grande do Sul) 등 남부 3
개 주 및 상파울루 주 남부 지방만이 온대기후에 속함

(3) 인구
○ 브라질의 인구는 약 204,259,812명(2015년 7월 기준)으로 세계 6위이
며, 연 0.77%의 낮은 인구 증가율 (세계 142위)을 보이고 있음3)
-

인구구성(2015):

0-14세(23.27%),

15-24세(16.47%),

25-54세(43.8%),

55-64세(8.66%), 65세 이상(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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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OTRA 해외 비즈니스포털, 브라질
3) CIA World factboo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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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족
○

브라질은 백인(47.7%), 물라토(43.1%),

흑인(7.6%),

아시안(1.1%),

인

디지너스(0.4%)로 구성된 다인종 국가이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역사
로 인해 국민의 대다수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함

(5) 종교
○ 국민의 약 64.6%가 로마 가톨릭 신자이고 세계에서 로마 가톨릭 신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나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건너오게 된 흑인들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토착 종교가 광범위하게 융합되어 있음
○ 국교는 없으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로마가톨릭교회 이외의 브
라질 성공회, 개신교회, 불교, 이슬람교 신자도 있음
○ 브라질에서는 최근 개신교의 신도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로마 가톨릭
신자의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데 , 성령운동을 강조하는 오순절교회
가 가장 큰 교파임
○ 이는 대부분 중남미 개신교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개신교 목사들의 낮
은 신학수준, 기독교 근본주의성향을 가진 미국 개신교회의 물량 공세식
선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함

(6) 경제규모
○ 1인당 GDP는 약 9,312달러로 세계 70위이며,4) 지우마정부 1기(2011년)
이후 지속되는 낮은 경제성장률로 BRICs 국가 중 최저 성장률을 나타내
고 있음
- 2011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3%를 하회하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
며 ,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0.1%까지 하락하였음

4) IMF(20 15) World Economic Outl ook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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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개요
○ 브라질은 1959년 10월 31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전통적
으로 우호정책을 유지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 5)
- 한국의 경제발전상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영국 간 보완적인 산업구조에
기반 하여 실질적인 협력관계 증진을 희망하며 특히, 한국과의 과학기술,
교육 분야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 최근에는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여 지우마 후세피
(Dilm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평가, 경
제･통상 협력 확대 , 실질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 주요 공동 관심 사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음
- 주요 내용: 총 25건의 협정 및 MOU를 체결하였는데,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양국 관계기관 대표 간에 서명되는 총 10건의 협정 및 MOU 서명에 임석함
※ 정상 임석 하 체결 협정(10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조경제 협력,
정보통신 (ICT) 협력, IT 협력센터 설립의향서(LoI), 중소기업 협력, 전자무
역 협력 , 보건협력 , 고용노동 협력, 원자력 협력, 수은-Vale社간 금융 협력

[그림 2] 한국 -브라질 MOU 체결
출처: 정책브리핑(2015.4 .26.), [중남미 4개국 순방] 한-브라질 정상회담 결과

5) KOTRA 해외 비즈니스포털,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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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방문을 통해 더욱이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고 이를 바탕을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등 제반분야에서의 양국 간
정책공유를 통해 상호 호혜적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상생 협력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함6)

(2) 교역
○ 2014년 우리나라의 대 (對) 브라질 교역액은 138억 달러로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141억 달러에 이어 2번째 규모임7)
- 주요 수출 품목(2014): 자동차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
이, 자동차, 영상기기 , 합성수지 등 순으로 조사됨
- 주요 수입품목(2014): 철광, 식물성물질, 곡실류, 기호식품, 합금철선철,
기타농산물, 제지원료, 육류 등 순으로 조사됨
[표 1] 한국 브라질 간 교역규모(2014)
( 단위: 억 달러 )

2014 년 교역규모

순위

국가
멕시코
브라질
칠레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1
2
3
4
5
6
7
8

금액
141
138
69
33
28
21
13
12

출 처 : 한국무역협 회(대한민국 관세청 통관 통계)

[표 2] 한국 -브라질 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
금액
5,311
7,753
11,821
10,286
9,688
8,921

수입
증감률
-10.4
46.0
52.5
-13.0
-5.8
-7.9

금액
3,744
4,712
6,343
6,085
5,573
4,906

증감률
-14.5
25.9
34.6
-4.1
-8.4
-12.0

무역수지
1,567
3,040
5,478
4,201
4,115
4,015

교역액
9,055
12,464
18,164
16,371
15,261
13,827

출처 : KOTIS, 한국무역협회

6) 정책브리핑 (2015 .4.26.), [중 남미 4개국 순방 ] 한 -브라질 정상회담 결과
7) 주페루대사관 (201 5.06), 페 루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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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기준, 한국의 대 브라질 수출은 96억 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하락했으며, 동기간 수입은 55억7,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8.4%하락했음
○ 2014년 누적 기준 한국의 대 브라질 수입은 49억 625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0%하락 했고, 수출은 89억2,181만 달러로 전년 대비 7.9%감소하였음
- 한국의 수출 감소의 주원인 중 하나는 브라질 정부의 수입자동차를 대상으로 하
는 공업세(IPI) 인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한국산자동차(HS Code
8703)의 대 브라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약4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음

(3) 보건의료 분야 교류
○ 박근혜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을 통해 브라질 보건의료 서비스, 제약 , 의
료기기 분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브라질 보건부와 양해각
서(MOU)를 체결하는 등 보건의료협력 기반을 마련함8)
- 브라질은 중남미 전체 보건의료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중남미 최대
국가임에도 우리와 보건의료협력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음
* (중남미전체) (`13) 약 5.8 천억불(보건산업 1.2천억불, 의료서비스 4.6 천억불 )
*

(브라질 )(`13) 약 2.9천억불(한국보건산업 0.5천억불, 의료서비스 2.4천억불)(보건산업
진흥원 추계)

- 이번 양해각서(MOU)체결과 보건부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향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민간부분에서는 한-브라질 대학병원 간 (한양대의료원-상파울루 (University
of São Paulo)대학 산하 INCOR 병원), IT-헬스 분야 공동연구 등에 관한
학술연구 협력합의서가 체결되었음9)
○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중남미 보건의료 협
력사업 모멘텀 지속을 위해 보건복지부·외교부 공동으로 「2015보건의료 협
력 사절단」파견을 추진하였음10)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04), 칠레, 브라질 보건부와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
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04), 칠레, 브라질 보건부와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
10) 2015년 중남미 보건의료 협력사절단 파견 계획(안)
https://www.khidi. or. kr/ board/view?pageNum=3&rowCnt= 10&n o1=321&linkId= 159716&menuId=MENU003 81&maxIndex=00001
61621 9998&minIndex=0 000151774 9998&schType= 0& schTex t=&boardStyle=&categoryId=&c ontinent=&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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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간 체결한 MOU(`15.4월) 후속조치 및 양국 의료기관 간 체결한 IT
헬스 관련 협력사항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

[그림 3] 브라질 순방 성과 인포 그래픽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04), 칠레, 브라질 보건부와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

2. 거시환경
1) 정치
(1) 개요
○ (지우마 정부) 2014년 10월 26일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지우마 호세프
(Dilma Rousseff) 대통령이 51.64% 득표로 중도우파 후보인 네베스를 제치
고 대통령에 당선11)
- 그러나 대선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대선 이후 불거진 뇌물수수 스캔
들 등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을 요구 시위 등 , 정치 경제적 불안감 고조
- 사상 최대 규모의 비리 스캔들(Lava-Jato)에 대한 연방검찰 수사가 진행
되면서 브라질 전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돈 상황

11) 포스코경영연구소 POSRI보고 서 (20 14.11), 브라질, 호세프 재선 승리로 경제 성장에 악영 향 우려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브라질 진출 가이드(한국보건산업진흥원)

- 15 -

2015 한국의료 브라질 진출 가이드

○ Lava-Jato 및 Petrobras 부실경영 관련 지우마대통령의 연루 의혹으
로,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
-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15. 2월)에서 지지율 급락 (42% → 24%)12)
[표 3] Petrobras ‘Lava Jato‘ 비리 스캔들 전모
내용
규모

ㅇPetrobras가 과거 수년간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등과 결탁,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거나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 공여
ㅇ약 40억 헤알 (약 2 조원 상당 )
ㅇPetrobras : 임직원 수명 구속 (사장 등 경영진 전원 경질)
ㅇ경제인 : 대형건설사* 임직원 27 명 구속 수감

구속 및
조사대상
인사

* 대부분 Camargo Côrrea, OAS 등 브라질內 도급순위 10위 이내 기업
ㅇ정관계 : 상하원 의장, 집권당(PT), 연립여당(PMDB), 제1야당(PSDB) 소속 의
원 , 전직 대통령 및 장관 등 48명에 대해 수사 확대
* 지우마 대통령은 현재 조사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대부분 국민들은 증거
가 없을 뿐 연루돼 있다고 믿는 것으로 파악됨

출처 : 한국수 출입은행 상파 울루사무소 (2015.02),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 탄핵 요구 대규모 시위 원인과 파장

○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한 정치적 불안 가중) 경제실정에 따른 서민경제 악
화로 민심이반 가속13)
- 심각한 재정적자 및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기침체
- 지우마 정부 1 기(2011년) 이후 지속되는 낮은 경제성장
- 1980년대 이후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 기록
-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Junk 등급으로 강등 위기 상황
-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민생고 가중
-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사회복지부문 공공지출 감축, 증세, 기준금
리 인상 등의 조치로 체감 국내경기는 최악

○ 오랜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및 송전, 정전사태 등으로 서민의 대정부 불만 팽배
○ 이러한 가운데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해 야당이 탄핵 절차가 진행
되는 등 정국 혼란이 극심함14)

12) 한국수출입은행 상파울루사무소 (2015 .02), 브라 질 지우마 대통령 탄핵 요구 대 규모 시위 원인과 파장
13) 한국수출입은행 상파울루사무소 (2015 .02), 브라 질 지우마 대통령 탄핵 요구 대 규모 시위 원인과 파장
14) 조선일보 (2016.03), 나라 곳간 텅텅 빈 브라질, 카니발까지 줄줄이 취소
http://ne 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 /13/20160 11300301 .h 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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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전략
○ 브라질 지우마 정부는 룰라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경제 성장 촉진 프로
그램(PAC)을 계승, 정부출범과 함께 현재 PAC 2차 프로그램이 실시
중이며 조만간 PAC 3차 프로그램이 발표될 예정임15)
- PAC2는 2011년부터 시작해 총 예산 1조5900억 헤알의 재원이 투입돼 3
년에 걸쳐 복지·전력·공공위생·에너지·교통 ·주택 등 6개 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
- 브라질 연방 및 주정부는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각
종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 브라질의 국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는 대부분 ‘민관합동투자(PPP)’의
형태로 발주되고 있음16)
- 정부 재정 악화에 따라 ‘PPP’프로젝트 수는 감소했으나 참가 조건 완화
및 인센티브 증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분위기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 도로, 철도, 통신, 발전, 항만, 플랜트, 태양광, 풍력, 소각로, 스마트 그리드 등

○ 현재 브라질은 국가 인프라 사업 중 전력 · 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17)
- 브라질 정부는 1,860억 헤알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계획인
전력투자

프로그램(PIEE:

Programa

de

Investimento

em

Energia

Eletrica)을 ‘15년 9월부터‘18년 말까지 실시할 예정18)
- 최근 3-4년간 브라질은 기록적 가뭄을 겪으며 대부분의 수력발전소가 낮
은 수위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발전단가가 높은 화력발전에
의존한 바 있음
- PIEE를 통해 수력 , 풍력 ,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및 송전 분야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
- 산업발달에 따른 전력소비량 증가 및 송배전 과정에서의 전력 손실을 줄
이기 위한 투자확대, 에너지 효율 제품 선호 추세

○ 2016년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에서 특수효과가 예상됨
- 2016년 리우에서 개최 예정인 올림픽 특수를 활용한 관광수요 증가 및 경기장,
호텔, 공공건물, 상점, 도로 등의 건설과 함께 건설장비와 보안장비 수요 증가
15) PAC, http:// www.pac.gov.br/
16) PAC, http:// www.pac.gov.br/
17) http:// www. brasil.gov.br/@@search?Subject%3 Ali st= PIEE
18) http:// www. brasil.gov.br/@@search?Subject%3 Ali st= PI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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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정책방향
○ 브라질 정부는 ‘성장 ’보다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 강화
하고 있으며, 경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브라질 중앙은행은 2016년까
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5% 수준까지 안정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19)

[그림 4] 브라질의 기준금리 추이
출처: IBE G, Bloombe rg

○ 호세프 대통령은 재선이 확정된 이후 2014년 11월 시장 친화적 성향의
조아킹 레비(Joaquim levy)를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지출감축 및 증세를
통해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적자 축소에 주력하고 있음20)
- 조아킹 레비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와 같은 일련의 증세 조치로 정부가 균형
예산을 이루게 되면 기업투자심리, 국제신용, 외국투자유입 측면에서 브라질
이 크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밝힘21)
- 또 레비 장관은 빠르게 성장하는 인터넷 산업을 언급하면서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세금 징수도 고려하는 등 올 하반기에도 정부의
증세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정부의 대대적인 긴축 및 206억 헤알 규모의 과감한 증세 조치를 시
행함에 따라 제약업계를 비롯하여, 산업분야 세금 부담은 늘어날 예정임22)
1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 .06), 브라 질 경제 불안 원인과 대응정책 및 파급영향 분석
20)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 .06), 브라 질 경제불안 원인과 대응정책 및 파급영향 분 석
21) KOTRA gl obal window (201 5.08), 브 라질 정부 , 경기 부진에도 증세 조치 지속
22) KOTRA gl obal window (201 5.08), 브 라질 정부 , 경기 부진에도 증세 조치 지속
http:/ /www.globalwindow. org/g w/overmarke t/GWOMAL020M.h tml?SCH_ TYPE=SCH_SJ&SCH_ VALUE=&SCH_CMMDY_ CATE_
CD=0000 0&NM_KO=&BKCO DE=&SCH_AREA_CD= 10005&SCH_NATION_ CD= 101048&SCH_T RADE_CD=000 0000&SCH_START_ 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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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상반기부터 시행돼 온 증세 기조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며 사회기부금(CSLL)을 비롯한 각종 세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
- 2015년 9월 1일부터 연방세에 해당하는 사회기부금 (CSLL) 세율이 15%
에서 20% 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2015년 7 억4700만 헤
알, 2016년 38 억 헤알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사회기부금 (CSLL, Contribuição Social sobre o Lucro Líquido)이란 브라
질 국내에 주소를 소유한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
번 증세 조치는 민간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

○ 현지 법률전문가들은 연초에 시행했던 증세 조치가 별다른 경제효과를 거
두지 못했음에도 브라질 정부는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증세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함23)
- 브라질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여권 발급과 같은 정부 행정 절차
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증가시킴. 일례로 상파울루 주
정부는 지난 7월 법적 소송 수수료를 2%에서 4%로 증가시킨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주세(州稅)인 ITCMD(재산증여세)의 세율 인상과 IPI(공업
세 ) 인상 등도 브라질 정부가 고려중인 증세 조치의 일환으로 밝혀짐
- 세금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몇몇 증세 조치를 통해 간접 과세 및 이중 과
세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현재까지 정부의 증세조치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산업은 제약산업으로,
원료 의약품에 대한 PIS(사회통합기여세)가 2.1%에서 2.76%, COFINS(사
회 복지세)가 9.9%에서 13.03%로 각각 증가함24)
-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14년 말까지 시행하던 IPI(공업세) 감면 조치가 철
회되고 본래 세율이 부과돼 타격을 받았음
- 브라질 연방 세무국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2014년 말까지 공업세 감
면으로 인해 세수가 115억 헤알 가량 감소 . 자동차 산업계의 부진에도 부
득이하게 공업세 감면 혜택을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함
- 증세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현지 진
출하거나 투자 중인 우리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

=&SCH_END_DT=&RowCountPerPage=10& BBS _ID=1 0&MENU_CD=&UPPER _MENU_CD=M1 0102&MENU_ STEP=3& Page=1&RowC
ountPerPage=10&MODE= L&AR TICLE_I D=50 30979&ARTICLE_SE= 20301&NM_EN=
23) KOTRA gl obal window (201 5.08), 브 라질 정부 , 경기 부진에도 증세 조치 지속
24) KOTRA gl obal window (201 5.08), 브 라질 정부 , 경기 부진에도 증세 조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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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정책 기조
○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 (MDIC)의 신임 장관 Armando Monteiro Neto의
임명으로 브라질의 외교관계가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브라질 대외
무역 정책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신임장관은 특히 대외무역상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관료주의적 절차를 줄
이고 브라질이 국제관계에 대한 투자와 조세 절감을 통한 무역원활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대외무역 향상을 위해 수출 시 감세와 통
관 수속 간소화에 주력할 것을 밝힘
[표 4] 통상개발산업부의 주요 계획
구분

주요 내용
ㅇ 통상개발산업부 신임 장관 Armando Monteiro Neto는 취임 연설에서 브

수출증대

라질의 세계 GDP 순위는 세계 7위인 것에 비해 수출국가 순위는 22위에

조치

그친다고 강조하며 향후 수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고 발표함

전략적 파트너
국가 를
중심으로
무역 계약 체결
확장

수출업체
지원 다양화
외국인
투자 장려 및
공업단지
재정비

ㅇ 브라질 외교부와 협력해 남미공동시장 ( 메르코수르 ) 회원국 및 미국 ,
중국, 여타 남아메리카 국가 등의 전략적 파트너 국가를 중심으로 무
역 계약 체결을 확장하는 적극적인 대외무역정책을 구축해 브라질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합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과 수출 시 혜택 및 세금 장벽 해
소 등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치 실행을 통해 수출을 유도하
는 동시에 수출 시 제출서류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
ㅇ 외국인 투자 장려와 브라질 내 산업단지의 노후 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공업단지 재정비 및 행정상 간편화를 위한 법적 체제를 개선 , 자
금 마련의 범위 확장, 운영 구조개선 등을 내세움

출처 : KOT RA globalwindow (2015.03), 브라질 대외무역정책 새바람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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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1) 경제 구조 및 규모
○ 브라질은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수,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성
장가능성으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25)
- 2000년대 초중반부터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며 신흥 경제 강국으로서
의 잠재력을 확인
- 러시아 , 인도 , 중국과 함께 BRICs 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일각에서는 이들
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G7으로 부터 빼앗아올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

○ 브라질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민간소비라고 볼 수 있음
- 2000년 이후 민간과 정부를 합친 최종 소비지출은 전체 GDP의 약 80%
를 차지하는 등 수출의존도(전체 GDP의 9~14%)를 압도
- 특히 2005~2010년 민간소비는 연간 4.4~6.9%씩 증가하였으며, 세계 금융위
기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09년에도 민간소비는 4.4% 증가
- 브라질 중앙은행이 2005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함에 따
라 신용 대출이 증가하여 민간소비 붐이 일어나고 중산층이 성장하는 등
내수경제가 활성화

○ 그러나 2011년 이후 브라질 경제는 전반적인 둔화세를 나타냈으며 , 과거
의 높은 기대치를 이어가지 못한 채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됨
- 2011년 이후 연간 1~2% 대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
- 특히 2014년 2분기,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 -0.2%의 마이
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돌입
- 2014년 월드컵 개최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휴일 증가로 인
해산업생산 및 소매판매가 감소하는 등 단기적인 부흥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 2010 년 이후 소매판매 증가율이 전반적인 둔화세를 기록하는 등 소비시
장은 과거 경제 부흥기의 위력을 잃음
- 2008 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대출을 확대하였고 이 여파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소비시장이 침체된 것으로 분석됨

2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 014), 기 로에 선 브라질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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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지표 및 전망
○ 2014년 0.1% 성장에 이어 2015년에도 마이너스(-1.2%) 성장 전망되고
있음 26)
- 높은 가계부채 비율에 따른 소비부진 ,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국제신인도
저하로 인한 투자위축 등으로 2014 년 경제성장률은 0.1% 를 기록함

○ 분기별 경제성장률의 경우 2014년 2/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
고 있으며, 2015년 1/4분기에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 재정·통화정책 영향으로 -1.6%를 시현함27)
[표 5] 브라질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십억 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2016 *

7.6

3.9

1.8

2.7

0.1

3.0

3.3

2,209

2,613

2,412

2,391

2,347

1,800

1,673

경상수지

-3.5

-2.8

-3.5

-3.8

-4.4

-4.0

-3.8

물가상승률

5.0

6.6

5.4

6.2

6.3

8.9

6.3

실업률

6.8

6.0

5.5

5.4

4.8

6.6

8.6

구

분

경제성장률
국내총생산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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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5 ] 소매판매증가율 및 가계부채 비율
출 처: IBGE, Bloomberg
2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 .06), 브라 질 경제 불안 원인과 대응정책 및 파급영향 분석
2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 .06), 브라 질 경제 불안 원인과 대응정책 및 파급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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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경제성장률 추이
출처: I BGE, Bloomberg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3%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28)
- 특히, 2015년 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등하고 있으며, 헤알화 가치 하락
지속, 가뭄으로 인한 전기요금과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4월에는 최근 5년
래 최고치인 8.17%를 기록
-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조치로 인해 서민체감물가는 현 정부에 대한 민심 이
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29)
· 가솔린(8% 인상), 수도료(6.4% 인상 ), 전기료 (28%-40% 인상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
통합 티켓 8%, 택시 기본요금 10% 인상)

[그림 7] 브라질 환율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
출처: IBGE, Bloomberg

28)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5 .06), 브라 질 경제불안 원인과 대응정책 및 파급영향 분 석
29) 한국수출입은행 상파울루사무소 (2015 .03), 브라 질 지우마 대통력 탄핵 요구 대 규모 시위 원인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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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연이서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함
- 2015년 8월 무디스는 브라질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직전 단계로 강등
- 브라질은 기존 ‘Baa2’에서 ‘Baa3’로 한 단계 내려가, 아직 ‘투자적격등급’에 속
하긴 하지만 한번만 더 하락하면 투기등급(투자주의등급)을 면치 못하게 됨
· 무디스는 브라질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더디고 정부 지출로 인해 국가 부채가 증
가한 것이 신용 등급 강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재정 개혁을 하려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지적됨30)

-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는 브라질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
로 강등(2015.09)하고 브라질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으로 제시31)
· S&P는 브라질 신용등급 하향의 사유로 정치적 혼란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
을 언급32)

- 2015 년 10월 피치는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을 ‘BBB’에서 투기 등급(투자
부적격) 바로 윗 단계인 ‘BBB-’로 하향조정
· 피치는 브라질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면서 브라질 정부가 재정건전
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할 수 있다고 밝혔음33)

[ 표 6 ]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
구

분

투자등급

투기등급

S&P

Fitch

Moody’s

BBB+

BBB+

Baa1

BBB

BBB

Baa2

BBB-

BBB-

Baa3

BB+

BB+

Ba1

BB

BB

Ba2

BB-

BB-

Ba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상파울루사무 소 (2015.09), [속보] S&P의 브라질 신용등급 투기 등급 강등 보고

○ 최근 더욱 심각해진 경기 침체에 카니발 축제 취소, 공립병원 휴업, 공무
원 월급 체불 등 갖가지 재정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34)
- 브라질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카니발을 취소하겠다는 발표를 잇달아 내
놓고 있음
- 특히 상파울루주(州)의 인구 300만 도시 캄피나스는 일찌감치 카니발 개
최가 어렵다고 선언했으며 캄피나스시는 불경기로 세수(稅收)가 줄어 카
니발에 들어갈 비용 약 4억 원 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음
30)
31)
32)
33)

http://ne ws.khan.c o.kr/kh_ne ws/khan_ art_view.html?artid=20 15081217 18401&code=970 100
한국수출입은행 상파울루사무소 (2015 .10), [속보 ] S&P의 브라질 신용등급 투기등급 강등 보고
한국수출입은행 상파울루사무소 (2015 .10), [속보 ] S&P의 브라질 신용등급 투기등급 강등 보고
http://ne ws.don ga.com/3/ 01/20151 016/74208 344/1

34) 조선일보 (2016.03), 나라 곳간 텅텅 빈 브라질, 카니발까지 줄줄이 취소
http://ne 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 /13/20160 11300301 .h 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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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병원들은 의사와 간호사의 월급 지급을 연체하고 , 떨어진 약품을 채워
넣지 못해 상당수 휴업에 들어가는 의료 비상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음
- 남동부 미나스제라이스 주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공무원 월급을 체불하고 있음
- 오는 8월 남미 최초로 개최할 예정인 리우 올림픽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대회를 치러야 할 상황이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3) 사회문화
(1) 역사
[ 표 7 ] 브라질의 주요 역사
연도

주요 내용
1500년

1807 년~1821년
1822년
1889년
1935 년~1945년
1945 년~1963년
1964년
1985년
1989년
1990년

포르투갈인 페드루 알바르스 카브랄에 의해 발견
나폴레옹의 포르투갈 점령으로 포르투갈 황태자 돔 페드루가 리우데자네
이루로 피난
돔 페드루 1세: 브라질의 독립 선언, 왕정 선포
왕정 종료, 연방공화국 선포
바르가스: 독재정권 시기
정권교체 빈번
카스텔루 브랑쿠: 쿠데타로 대통령 취임, 이후 5 명의 대통령은 군부 출신
탄크레두 네베스: 간접선거로 당선, 20 년 만에 민정으로 이양되었으나,
취임 전 종양으로 사망 → 조제 사르네이 대통령 취임
대통령 직선제 실시
페르난두 콜로르 대통령 당선
콜로르 대통령: 부정축재 혐의로 탄핵, 탄핵투표 중 사임하였으나 의회가

1992년

가결하여 8 년간 정치활동을 금지시킴

1994년

이타마르 프랑쿠 부통령: 대통령직 승계
페르난두 엔히크 카르도주: 대통령 당선, 1995년 취임

1998년
2002년
2006년
2011 년~

카르도주 대통령 재선, 1999년 카르도주 제2 기 행정부 출범
룰라 대통령 당선
룰라 대통령 재선 성공, 2007년 룰라 제2기 행정부 출범
지우마 바나 호세프: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 당선

출처 : 외교부, 브라질 개황(2015),
http:/ /www.mofa.go. kr/ trade/ data/pu blic ation/ trade/index.j sp?mofat=001&menu= m_30_ 210_60&sp= /inc board/fai ms
if/ publicview.jsp%3FITEM_ID=HQK P_1428 64787124 3

○ 브라질은 1500년 4월 22일 포르투갈인 페드루 알바르스 카브랄에 의해
발견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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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7년에서 1821년 사이에 나폴레옹이 포르투갈을 점령하면서 이 때 일
족과 함께 브라질로 피난을 온 포르투갈 황태자 돔 페드루가 1822년 9월
브라질의 독립을 선언
- 돔 페드루는 돔 페드루 1 세가 되어 왕정시대를 선포
- 1889년 11월 왕정이 종료되고, 연방공화국을 선포하였음

○ 1935년에서 1945년까지 10년 간 바르가스 대통령의 독재정권 시기가 이어짐
○ 1945년에서 1963년 사이에는 정권 교체가 빈번했음
- 1960년 당선된 주앙 굴라르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좌경화 및 경제 불황
등으로 사회불안이 조성

○ 1964년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카스텔루 브랑쿠 장군 이후 5명
의 대통령 모두 군부에서 차지함
○ 1985년 탄크레두 네베스가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0년
만에 정권이 군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됨
- 20년 만의 민간 대통령이었으나, 취임 전 종양으로 사망하여 부통령 당선
자인 조제 사르네이가 대통령직에 취임

○ 1989년 당선된 페르난두 콜로르 대통령은 29년 만에 실시된 대통령 직선
제를 통해 당선됨
- 1992년 부정축재 등의 혐의로 탄핵
- 탄핵투표 중 사임하였으나 , 의회가 가결하여 페르난두 콜로르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8년 동안 금지시킴
- 1992년 부통령이었던 이타마르 프랑쿠가 대통령직을 승계

○ 1994년 페르난두 에히크 카르도주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1995년에 취임하
였으며, 1998년 다시 한 번 대통령에 재선되어 1999년 카르도주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함
○ 2002년 당선되었던 룰라 대통령은 2006년 다시 한 번 재선에 성공하여
2007년 룰라 제 2기 행정부가 출범함35)

35) 외교부 (2015 ) 브라질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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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지우마 바나 호세프가 당선되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
었고 , 2015년 재선에 성공하여 2011년 1월부터 브라질 제36대 대통령직
을 수행 중에 있음
-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재선 성공 5개월 만에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 브
라스 뇌물 스캔들에 휘말려 탄핵 시위로 인한 정권위협을 받고 있음36)

(2) 언어 및 인종구성
○ (포르투갈어 문화권) 브라질은 중남미 내에서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타
국가에 비하여 희소성이 높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함37)
- 비교적 희소성이 높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번역 및 통역에 드
는 비용이 다소 높음

○ (다인종 사회) 브라질을 가리켜 흔히 “인종의 도가니”라는 말을 사용하기
도 할 정도로 브라질에는 흑인, 백인, 황인 그리고 인디오 이외에도 이런
범주에 들지 않는 다양한 혼혈인종들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
으며 , 일반적으로 다인종 국가는 이 문화를 쉽게 포용하고 수용하는 경향
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브라질은 인종간의 대립이나 인종차별이
없는 국가로 알려져 있음
- 브라질에서 피부색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은 혼혈전통으로부터 기인하
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피부색이 다른 인종간의 혼혈은 다양한 인
종의 스펙트럼을 갖는 독특한 브라질 사회를 구성하였고, 나와 다른 피부
색을 갖는 타인에 대해 배타적이지 않는 태도를 갖게 함38)

○ (문화적 상대주의) 매년 브라질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 문화를 이해하며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 문화 축
제가 1년 내내 열리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체험하고 배움
- 브라질인들은 생김새나 언어, 문화가 다르더라도 새로운 문화를 즐길 줄
아는 문화적 관용을 가지고 있음39)

36) 경향신문 , “부패 대통령 탄핵” 브라질 100만명 시위(20 15.03.16.)
http://ne ws.khan.c o.kr/kh_ne ws/khan_ art_view.h tml?code=97 0201&artid=20 150316213 9515
37) KOTRA 상파울루무역관 김은정 ( 2013)
http://vi p.mk.co. kr/ne ws/view/108/20/ 1015365.html
38)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승용, 브라질 “인종적 민주주의” 에 대 한 재고 (2006 )
39) 삼정 KPMG, 브라질 소비 시장의 특성 (2011)
https://www. kpmg.com/K R/ko/IssuesAn dInsights/ Article s-And- Publications/ERI-Pu blic ations/IssuesMonitor/Docu ments/Is
sueMonitorBrazi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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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안
○ (빈번한 범죄 ) 치안이 전반적으로 불안하며 특히 여행객 상대 범죄가
빈발하여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브라질 일부지역 (상파울루 , 리우데자네
이루 헤시피 , 살바도르, 비또리아)을 여행유의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브라질은 개인의 총기소지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 총기류가 범
람하고 있어 총기사용 범죄가 빈발하여 인명피해 위험성이 큼
- 강도사건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수시로 발생하며, 특히 ‘파벨라’ 라고
부르는 빈민촌의 경우 절대 출입을 금지해야 함
-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리오 올림픽에 대한 안전대책으
로 연방 법무부 책임 하에 연방, 주 , 시 정부의 경찰과 군 정보기관 등 관
련기관을 통합 지휘 조정할 수 있는 단일 지휘체계(SENASP: 연방정부
법무부 소속 국가공공 안전청 )를 마련하고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으
나 , 치안상황은 여전히 불안40)

○ (주기적인 과격시위) 매년 4월 MST가 주도하는 붉은 4월 시위가 전국
적으로 벌어지며 , 고속도로 및 농장 등을 점거하는 등 과격시위가 주기
적으로 진행됨
- 이는 1996년 4월 17일 북부 파라 주 엘도라도 도 카라자스 지역에서 발
생한 경찰과 농민 시위대의 충돌로 MST회원 19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한 카라자스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시위로,
개인 총기소지가 가능한 브라질에서의 과격시위는 매우 주의해야함41)

(4) 한국에 대한 인식
○ (K-POP의 인기) 열정적인 브라질 사람들과 비슷하게 역동적이며 창의성
이 돋보이는 안무로 꾸며진 한국 가수들의 무대를 좋아하는 K-POP 팬들
이 다수이며, 이에 따라 K-POP 댄스 경연대회 등 K-POP 관련 행사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임
- 한국 드라마가 공중파로 방송되는 중남미 타 국가들과 달리, 브라질 내에
서는 공중파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없어 , K-POP을 제외하고는
한류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 42)
40) 외교부 ,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관련 브라질 치안상황 (2 014)
http:// arg. mofa.go.kr/we bmodule/htsboard/template/ read/korboardread.jsp?ty peID=15&boardid=4 184&seqno=10 70435&tabl
eName=TYPE_LEGATION
41) 외교부 , 2014년 브라질 월드컵 관련 브라질 치안상황 (2 014)
http:// arg. mofa.go.kr/we bmodule/htsboard/template/ read/korboardread.jsp?ty peID=15&boardid=4 184&seqno=10 70435&tabl
eName=TYPE_L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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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하여 , ‘코리아브랜드 한류상품 박람회 2014’를 개최하고, 국내 우수
문화콘텐츠 상품을 브라질 내에 소개함과 동시에 한류 산업의 확산을 도모43)

(5) 공중 보건
○ (의약품 및 질병 현황) 브라질 일반의약품산업협회(PróGenéricos; 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de Medicamentos Genéricos)에 따르면 제네릭 의약
품의 판매 예상 증가량은 2014년 전년대비 15%였으나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10.6% 상승을 기록, 총 87억 개의 일반의약품이 판매됨
-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의약품은 콜레스테롤 저하제, 고혈압 치료
제, 발기부전제 등임
- 질병의 양상이 풍토병인 뎅기열, 황열 , 샤가스병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종류와 유사해지는 추세

○ (보험을 통한 보건혜택 제공) 1988년 국민의료통합서비스인 SUS가 제정
되어 브라질 전 국민에게 의료 및 보건혜택을 제공
- 대부분의 공공 의료기관들은 시설이 열악하고 진료 과목도 다양하지 않으
며, 환자 수 대비 의사가 적어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민간병원으로 진료비가 비싸
며 ,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보험료(민영)가 높아 전체 국민의 20∼30%만이
별도의 私보험 가입

(6) 비즈니스 관습
○ (복장)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나 가족기업의 기업인들은 비교적 느
슨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으며 편한 복장을 선호하나, 비즈니스맨은 대부분
복장에 세심한 신경을 씀. 그러나 보통의 브라질 사람들은 공식 석상이 아니
면 정장을 입지 않을 만큼 남녀 모두가 캐주얼한 차림을 즐기는 편임44)
- 여성의 경우 노출이 심하거나 몸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차림도 흔
히 볼 수 있음
- 청바지는 캐주얼 차림뿐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 복장으로도 종종 사용되나,
상의는 반드시 정장을 입을 필요가 있음
42) KOTRA 상파울루무역관 김은정 ( 2013)
http://vi p.mk.co. kr/ne ws/view/108/20/ 1015365.html
43) 문화체육관광부 , 브라질 월드컵의 열기, 한 류상품 박람회 로 이어간다 (2014)
http:// www.mcst.g o.kr/web/ s_notic e/press/pressView.jsp? pSeq=1 3672
44) KOTRA 글로벌 윈도우 ,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2013),
http:// www.globalwin dow.org/ quasar_jsp/inc/g w_downloadpdf.html?fileName=/g w_files/Nation PDF/10104 8/10104 8_138_ 500
205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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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브라질 사람과 비즈니스 만남 시에는 악수를 하는 것이 정석이며
평소에는 여성과 인사 시 양 볼에 키스를 하고 안면이 있는 남성끼리는
어깨나 등을 툭툭 치거나 반 포옹을 함45)
- 처음 본 사람을 낯설어 하는 경우가 없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보면 금세
친근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남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처음 만난 사람과 낯
을 가리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고 서로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
우도 있음
- 회의석상에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어야 하고, 회의가 끝날 때에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야 함
- 점심이나 저녁 시간 전에 회의가 끝나는 경우는 브라질 측에서 먼저 식사
약속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이러한 약속 없이 회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분위기에 따라 식사초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따라서 회의 종료 후
먼저 회의장을 나서지 말고 상대방의 태도를 관망하는 것이 좋음
- 저녁식사의 초대는 상담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식사를 하면서 개인
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음

○ (선물 ) 브라질 비즈니스에서 첫 만남에 선물을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
음. 대신 점심이나 저녁을 초대하는 것은 아주 좋으며, 일반적으로 점심은
예의를 의미 하고 저녁은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46)
- 그러나 최근에는 회사 로고가 찍힌 선물을 비즈니스 상담 기념으로 처음
에 주고받는 추세이며 , 브라질 기업들도 미리 회사 로고를 찍은 선물을
준비하여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약속) 브라질 사람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전화로 구두약속을 한 후 가
능하면 이메일 등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음. 적어도 1~2 주
전 미리 날짜를 약속하는 것이 좋고, 특히 정부 기관과의 면담일 경우
1~2 개월 전에 미리 면담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함47)
- 브라질 사람들은 약속시간 엄수에 철저하지 않은 편이며 , 특히 비공식적인
자리일 경우 30 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것에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편임
45) KOTRA 글로벌 윈도우 ,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2013),
http:// www.globalwin dow.org/ quasar_jsp/inc/g w_downloadpdf.html?fileName=/g w_files/Nation PDF/10104 8/10104 8_138_ 500
2057. pdf
46) KOTRA 글로벌 윈도우 ,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2013),
http:// www.globalwin dow.org/ quasar_jsp/inc/g w_downloadpdf.html?fileName=/g w_files/Nation PDF/10104 8/10104 8_138_ 500
2057. pdf
47) KOTRA 글로벌 윈도우 ,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2013),
http:// www.globalwin dow.org/ quasar_jsp/inc/g w_downloadpdf.html?fileName=/g w_files/Nation PDF/10104 8/10104 8_138_ 500
205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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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 브라질 사람들은 저녁 식사 시간이 매우 늦은 편임. 따라서 브
라질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경우에는 너무 이른 시간에 초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코셔 인증(정통
유태인의 경우)을 받은 식당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식당을 결
정하기 전에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함48)
- 브라질 사람들은 술을 즐겨 마시나 많이 마시지는 않는 편임
- 주로 즐겨 마시는 술은 까이삐리냐(Caipirinha)는 사탕수수로 만든 술(약
40도 가량)에 레몬과 설탕 , 얼음을 잔뜩 넣어 으깨어 먹는 술로서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전통주로 요즘은 레몬 대신 키위, 딸기 등의
여러 과일을 넣어 마시는 것이 유행
- 술 한 잔 시켜놓고 한 두 시간 대화를 즐기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한국식
폭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이며 한국식으로 원샷을 하거나 술을 강권하
는 문화는 처음 몇 잔은 이색체험으로 재미있어 하거나 따라 하지만 , 그
이상 계속되면 곤욕스러워 할 수 있음

○ (금기사항)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 및 관습 차이는 가끔 오해를 불러일
으키기도 함. 예를 들어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으고 나머지 세 손
가락을 피는 동작은 한국에서는 OK 표시지만, 브라질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시로 이해됨 . 반면 엄지손가락을 둘째와 셋째 사이에 넣어
주먹을 쥐는 행동은 한국에서는 욕으로 간주되지만 브라질에서 Figa 라
고 불리는 이 동작은 ‘ 행운을 빈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 49)

48) KOTRA 글로벌 윈도우 ,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2013),
http:// www.globalwin dow.org/ quasar_jsp/inc/g w_downloadpdf.html?fileName=/g w_files/Nation PDF/10104 8/10104 8_138_ 500
2057. pdf
49) KOTRA 글로벌 윈도우 ,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2013),
http:// www.globalwin dow.org/ quasar_jsp/inc/g w_downloadpdf.html?fileName=/g w_files/Nation PDF/10104 8/10104 8_138_ 500
205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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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브라질의 ‘Figa’
출처
https:// touc hecamisetas. wordpre ss.com/2 012/ 11/0
5/nov as-estampas-touche-figa/

○ (민족성 ) 브라질은 대국주의적 의식이 강하며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다르
다고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중남미 국가 중 선두 국가로서의 자긍심이
강하고 미국과도 대등하게 생각하는 자존심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브라
질 비하 발언 또는 타국과의 비교는 삼가는 게 좋고 Brazil을 일컬을
때 영어식으로 발음하기 보다는 포르투갈어식으로 Brasil(브라지우)라
고 하면 매우 좋아함50)
○ (주의사항) 브라질은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상파울루에서 상권은 이탈리아
계, 독일계, 중동계, 유대계, 스페인계가 주로 장악하고 있고 외국인이 상
대하는 주요 기업인들도 대부분 이들로 봐도 무방하므로, 중동계 바이어
와 상담을 하면서 이스라엘 편을 든다거나 이탈리아계 바이어와 만나면
서 이탈리아인들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곤란함51)
- 브라질은 이민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 식민지와 군정시대를 경험하면
서 신뢰관계와 인맥을 중시
- 브라질인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래선을 잘 바꾸려 하지 않는 것도 인
간관계와 신뢰의 중요성 때문임
50) KOTRA 글로벌 윈도우 ,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2013),
http:// www.globalwin dow.org/ quasar_jsp/inc/g w_downloadpdf.html?fileName=/g w_files/Nation PDF/10104 8/10104 8_138_ 500
2057. pdf
51) KOTRA 글로벌 윈도우 ,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2013),
http:// www.globalwin dow.org/ quasar_jsp/inc/g w_downloadpdf.html?fileName=/g w_files/Nation PDF/10104 8/10104 8_138_ 500
205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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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은 세계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관행적으로 외
상거래가 일반화 되어 있어 외상거래를 선호하므로 상담 시, 융통성 있는
상담자세가 필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용상태 파악이나 수출보험
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
- 최근 통관검사 강화로 밀수, 언더밸류 등 불법 상거래가 많이 축소되었으
나 아직도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음
- 브라질에는 상사 중재원이 없고 상사분쟁관련 국제협정이 체결 되어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놓는 것이 중요

○ ( 지역별 생활습관) 브라질 사람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비슷한 성격과 생활
습관을 보임. 까리오까, 미네이루, 가우슈, 빠울리스타 등은 각각 리우 데
자네이루, 미나스 제라이스, 리우 그란데 두 술, 상파울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임. 모든 사람이 지역별로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이 됨52)
- 까리오까(Carioca): 리우데자네이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부분의 경우 성
격이 느긋한 편으로 해변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며 유머가 많고 농담을 즐김
- 미네이루(Mineiro): 미나스 제라이스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대부분의
경우 말수가 적고 , 시골 분위기가 남 . 좀처럼 진심을 드러내지 않아 생각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 어렵고 , 절약 정신이 지나쳐 구두쇠 소리를 듣
는 경우도 많음
- 빠울리스타(Paulista): 상파울루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주로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라는 평이 나있음.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시간에 쫓겨 사는 편
-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바쁜 생활도 감내하며, 막상 여유가 생겨도 제대
로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
- 가우슈(Gaucho): 브라질 최남단 히우 그란지 두 술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
로 대부분이 독일 , 이탈리아 등 유럽 이민자의 후손이 많이 거주함 .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다혈질적인 남성
들이 많음

4) 기술
○ 2013년 브라질 통계청에 따르면, 브라질 인구의 49.4%에 해당하는 약
8,560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2) KOTRA 글로벌 윈도우 ,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2013),
http:// www.globalwin dow.org/ quasar_jsp/inc/g w_downloadpdf.html?fileName=/g w_files/Nation PDF/10104 8/10104 8_138_ 500
205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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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중 4.1% 는 컴퓨터나 노트북이 아닌 태블릿 혹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 그림 9 ] 브라질 인터넷 보급률
출처: http:// www.ebc.c om. br/tecnologia/2015 /04/ace sso-inte rnet-cheg a-494- da- populacao-brasileira

○ 인터넷 사용 인구 중 97.7%가 광대역 라우터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2.3%는 전화통신을 이용하고 있음

[ 그림 10] 브라질 지역별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출처: http:// www.ebc.c om. br/tecnologia/2015 /04/ace sso-inte rnet-cheg a-494- da- populacao-brasileira

○ 한편 , 연령대별 인터넷 보급률을 살펴보면 15-17세 사이가 7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60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12.6%로 가장 낮
은 비율을 차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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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브라질 연령별 인터넷 사용률
출처: http:// www.ebc.c om. br/tecnologia/2015 /04/ace sso-inte rnet-cheg a-494- da- populacao-brasileira

5) 외국인 투자 제도
○ 브라질은 금융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조세감면이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금융대출의 방식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외국인 투자 인
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금을 지원하는 직접적인 제도도 있으
나 흔히 이루어지지는 않음53)
○ 투자 분야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달라지는데 주로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특별 장려산업과 관련된 기업, 수출기업에 제공되며
세부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과 같음54)

53) http:// www.c ea.es/portal/nove dades/ 2012/GuiaInve rsiones/ americ a/brasil/incentiv os_inv ersion.html
54) http:// www.c ea.es/portal/nove dades/ 2012/GuiaInve rsiones/ americ a/brasil/incentiv os_inv ersion.html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브라질 진출 가이드(한국보건산업진흥원)

- 35 -

2015 한국의료 브라질 진출 가이드

[표 8] 투자 분야에 따른 인센티브
하이테크, 정보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있어 기업이 연구개발에 수익의
일반 투자

5% 이상 투자하면 이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 기술개발관련 기자재 구매
시 공산품세(IPI) 를 면제해주는 등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짐
브라질 정부의 특별 장려산업은 농업, 중공업, 제철, 조선, 화학, 제지, 어업,

산업별 투자

임업, 관광업 등이며, 정보통신업종은 정보산업진흥법에 의한 인센티브를 받
고 있음. 이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국가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음
투자 인센티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브라질의 저개발지역은 북부 아마존 지
역, 북동부지역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 , 수출가공무역지대 (ZPE)로 , 이 지역

지역별 투자

에 투자한다면 연방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해주거나 , 유통세 (ICMS) 의 일부를
융자해 줌. 또한, 브라질 북동부 은행(BNB) 등 지역개발은행의 중장기금융을
이용할 수 있음
수출가공무역지대(ZPE)에 입주한 기업은 수입관세 , 공업제품세 , 사회보장기

수출장려

금세, 금융거래세 , 상인해상운송개혁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원
자재 및 부자재를 수입할 때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

출처: http:/ /www.cea.e s/portal/novedade s/2012/ GuiaInversiones/america/ brasil/incentivos_inversion.html

○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인센티브는 유통세
(ICMS), 서비스세 (ISS), 토지세 (IPTU) 등의 세금감면 혜택인데, 투자 인
센티브는 지방 정부의 재량으로 지급 범위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및 투자 담당관과
접촉하여 감면률, 인센티브 지금 절차 및 방법 등을 조율해야 함55)
- 이 때, 정확한 투자 규모, 고용창출 효과 등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
공해야 보다 정확하고 세심한 논의가 가능함56)

○ 세금감면 혜택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57)

[표 9] 세금감면 제도 및 법령
분류

내용
기계 구입 시

자격 기준

소득세, 사회기여세

납부한 소득세 및

조기

사회기여세를 12개월에

환급(PIS/COFINS)

걸쳐 분할환급

관련 법령
Lei 11487 de
15/07/2007

(유효기간 없음)

55)
http:// www.inve stex portbrasil.gov .br/site s/default/files/publicacoe s/manuais/ PUBGuiaLaInversionExtranjeraEn BrasilE.pdf
56) http:// www. americ aecon omica.com/portada/leyes/ brasil.htm
57)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 사항 확인은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의 투자정보시스템 (RENAI): http://investimentos.mdic.g ov.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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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가

Lei 11196 de

국내시장 또는

21/11/2005

수입을 통해 신규

Decreto N6887 de

기계장비를 구입할

25/06/2009

경우 사회기여세

연간 매출액의

수출업체대상

면제 혜택을 받을

60%이상을

*수혜자격 취득

자본재 구입 시

수 있음. 이 혜택을

수출하는 기업( 단,

업체 리스트

조세감면(RECAP)

받으려면

조선업체는 비중

http://www.receita.f

수혜자격 (국세청에

제한 없음)

azenda.gov.br/legisl

등록)을

acao/regimeaquisica

취득해야하며

o/relacaodaspjin605

취득일로부터

.htm

3년까지 혜택
반도체 분야 연구
개발 업체 중
국내시장 매출액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경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판매 시,
자본재 구입 시,
IT, 반도체개발
지원
프로그램(PADIS)

기술소프트웨어
사용비용 해외 송금
시에 부과되는 법인
소득세(IRPJ),

최근 조건완화를
위해 투자액 비율에
대한 개정안을 내
놓음
- ~ 2015년 12월
31일5%→ 3%

공업세,

-2016 년 01년

사회기여세등

01 일 ~2018 년 12월

감면혜택

Lei N 11.484 de
31/05/2007
Decreto N6.233 de
2007
Instrução
Normativa RFB
N852 de
13/06/2008

31일
5% →4%
-2019 년 01월
01일 이후부터 5%
유지

자본재, 컴퓨터

Resolução CAMEX

정보통신 제품
국내 생산이 없는
기계 장비 대상
수입세 감면

수입세 일시 감면

혜택을 받는 주요

(조건 : 해당 품목의

산업분야 : 건설,

브라질 국내생산이

채광, 제지,

없어야하며 국가

자동차부품, 재활용

산업개발 정책에

작성 2016.1.

초소규모업체(ME)

25/11/2014
Resolução CAMEX
N35 de 22/11/2006
Po rtaria MDIC/GM
N20 de 26/01/2007

부응하는 품목이라야 함)
소규모 업체 대상

N114 de

초소규모업체(ME):

Lei Complemen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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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23 de
14/12/2006
Lei Complementar
N127 de
14/08/2007
Lei Complementar
N128 de
19/12/2008
Republicação em
atendimento
dispo sto no art.6
da Lei
Complementar
N128 de
19/12/2008
또는

Alterada pela Lei

소규모업체(EPP) 로

Complementar

등록된 업체를
조세제도
간소화(Simples
Nacional)

연매출

대상으로
연방세(CSLL, PIS,
COFINS, IPI,

360,000R$ 이하
소규모업체(EPP):
연매출

IN SS),

3,600,000R$ 이하

주세(ICMS),

N133 de
28/12/2009
Degreto N6.038 de
07/02/2007
*분야별 세금쿼터

시세(ISS)등을

- 상업분야 : 연매출

통합하여 간소화

180,000R$
미만(4%)
연매출
180,000R$~3,420,0
00R$(11.61%)
- 산업분야 :
4.5%~12.11%
- 우편/관광외주,
복권 , 설비 ,
유지 / 보수 , 장거리
화물 운송, 회계,
영화 , 시청각 , 예술 ,
문화 관련업:
6%~17.42%
- 법률 , 부동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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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엔지니어링,
프로젝트 , 조경 ,
인테리어 , 청소
관련업:
4.5%~16.85%
- 의료(검진, 간호,
동물 ), 치과, 정신과 ,
침술, 언어치료 ,
약물, 지형학 , 농업 ,
임상 , 디자인 ,
엔지니어링 , 조사 ,
감사 , 경제 ,
컨설턴트 , 경영 ,
언론 , 광고 /출판
관련업:
16.93%~22.45%
Lei 11.196 de

R&D업종 지출

21/11/2005

경비에 부과되는

Lei N 11.487 de

사회기여세 감면,
IT제품 관련(Lei do

R &D용도로 기계

기술개발 관련

Bem)

장비 구입 시

연구업체

15/06/2007
Degreto N5.798 de

공업세 감면,

07/07/2006
Portaria MCT

기술이전 관련

N327 de

소득세 감면 등

29/04/2010

출처: http:/ /docplay er.es/918478 7-Introducion-1-entrada-de- extranje ros-en-brasil-tipos-e- visados-2- comercioexte rior-3-in version-extranjera-en-brasil.html

○ 브라질은 1990년 시장개방을 선언한 이래 무역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 여타 무역국가에 비해서 관세율이나 비관세장벽은
아직도 높은 편임58)
○ 브라질의 관세 품목은 총 10,000여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관세율은
0-35%임. 모든 관세는 종가관세 (ad valorem tariffs)이며 일부 통신품목
을 제외하고는 CIF(Cost Insurance and Fright)가격에 대해 부과되고
있음 59)
○ 평균 수입관세는 2011년 기준 10.61% 이며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지만
58) 브라질 특허청(INPI), http://www.inpi.gov.br/sobre/ arquiv os/guia_docente_iel-senai-e-in pi.pdf
59) http:// www. fenghaozj.com/newsdetail/1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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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나 영국(1.9%), 미국(2.9%)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고
러시아(6%), 중국 (8%)등 이머징(Emerging) 국가에 비해서도 높다고 볼
수 있음60)
○ 관세율의 적용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자재(8-9%)나 반가공품
(11.9%)은 완성품(평균 15.8%)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61)
[표 10] 브라질 관세 체계(2015)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으로서 대외 공동 관세를 사용하며 수입 관세 , 공업 제품세, 유통세, 사회보장
세가 누진 적용된다
유통세는 주마다 유통세율이 다르다. 상파울루 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18%가 적용되며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
되며, 사회보장세의 경우 수입자가 내게 된다
아래 계산은 제품을 100달러로 가정하고 세금을 누진 적용하여 최종 가격을 참고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며
실제 세금 적용 시 주유통세 , 사회 보장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IF 가격
수입관세(I.I)
공업세(IPI)
유통세(ICMS)
사회 보장세(PIS/Cofins)
수입관세(I.I)
수입관세 산정가격
공업세 산정기준(CIF+I.I)
공업 제품세(IPI)
공업 제품세 산정가격
유통세 산정기준(CIF+I.I+IPI)
새로운 유통세 산정기준[(CIF+I.I+IPI)*100]/(100-ICMS)
유통세(ICMS)
유통세 산정가격
사회보장세 산정기준(CIF+I.I+IPI+ICMS)
사회보장세(PIS/Cofins)
사회보장세 산정가격(수입자 부담)
최종가격

100
14
15
18
9.25
14.00
14.00
114.00
15.00
17.10
131.10
159.88
18.00
28.78
188.66
9.25
17.45
177.33

USD
%
%
%
%
%
USD
USD
%
USD
USD
USD
%
USD
USD
%
USD
USD

출처 : KOT RA 글로벌 윈도우(브라질의 조세제도, 2015),
http://www.globalwin dow.org/ quasar_j sp/inc/ gw_ downloadpdf.html?fileName= /gw_file s/NationPDF/10104 8/101048
_305_507 8935.pdf

○ 남미공동무역관세(TEC), 세금감면 혜택 제품 리스트 등에 대한 자세한 사
60) KOTRA 글로벌 윈도우 (브라질의 조세 제도 , 20 15),
http:// www.globalwin dow.org/ quasar_jsp/inc/g w_downloadpdf.html?fileName=/g w_files/Nation PDF/10104 8/10104 8_305_ 507
8935. pdf
61) KOTRA 글로벌 윈도우 (브라질의 조세 제도 , 20 15),
http:// www.globalwin dow.org/ quasar_jsp/inc/g w_downloadpdf.html?fileName=/g w_files/Nation PDF/10104 8/10104 8_305_ 507
8935.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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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브라질 통상개발 산업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음62)
○ 1998년 법률 9610호 및 소프트웨어 법을 공포하였으나 , 브라질의 저작권
보호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63)
- 2013년 9월 불법복제반대포럼(FNCP, Forum Nacional Contra a Pirataria
e a Ilegalidade)에 따르면, 2012년 브라질에서는 약 28억 4,000만 R$
상당의 해적판 불법 소프트웨어가 판매된 것으로 밝혀짐
- 소프트웨어 외에도 화장품, 청소용품, 카메라, 비디오게임용 콘솔, 건전지,
장난감 등 다수 품목이 여전히 불법 복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관련

기관으로는

브라질

특허청(INPI,

Instituto

Nacional

de

Propriedade Intelectual)64)이 있음
- 특허와 상표의 등록 및 인정을 실시하고, 특히 외국기술 이전 시 정부정책
및 경제개발의 기여도를 고려하며 기술이전의 승인을 결정
- 기술이전, 특허 및 상표권 허용 시 관계 정부기관과 사전협의를 가지는데
국세청과는 소득세 중 로열티와 기타 경비의 감면문제를 협의하고 중앙은
행과는 로열티와 경비의 송금문제를 협의

○ 기술이전 계약은 특허청이 발표한 결정 제22호와 규범 제 1호에 의해 관
리되고 있음65)
- 결정 제 22 호: 기술이전, 특허권 사용, 상표권 허가 및 기술이전, 기술 및
과학원조에 관함
-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특허청의 승인은 로열티의 해외송금, 조세감면 등의
목적뿐만 아니라 특허권이나 상표권의 양수인이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세계지적소유권 기구에 따르면 BRICs 국가인 브라질은 최근 전 세계의
관심을 받으면서 특허 신청건수 4건당 3건이 외국 업체일 정도로 브라질
내에서 특허 및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외국기업이 급증하고 있음66)
- 브라질 특허청에 따르면 타 국가 평균 2.4년인 데에 반해 브라질은 상표권
취득절차에 약 5-6년이 소요되어 신청업체의 5%내외만이 특허를 취득하
62)
63)
64)
65)

http:// www. desenvolvimento.g ov.br/ sitio/intern a/in terna.php?are a=5&menu=18 48
FNCP, http:// www.forumc ontrapirataria.org/ web/entrevista/li sta
www.in pi. gov. br
브라질 특허청(INPI), http://www.inpi.gov.br/sobre/ arquiv os/guia_docente_iel-senai-e-in pi.pdf

66) KOTRA 글로벌 윈도우 (브라질의 조세 제도 , 20 15),
http:// www.globalwin dow.org/ quasar_jsp/inc/g w_downloadpdf.html?fileName=/g w_files/Nation PDF/10104 8/10104 8_305_ 507
8935.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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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드러남 . 이는 외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
고 있음

○ 2008년 기준 미국특허 중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0.06%밖에 되
지 않아 타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지며 아직까지는 지적재산권 보
호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67)
- 미국특허 기준 한국 0.79%, 이탈리아 1.31%, 프랑스 2.96%, 일본 22.67%

○ 브라질 특허청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의 계약을 통해 영국, 멕시코, 싱
가포르 , 캐나다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규 특허시스템을 도입한 결
과, 주 별로 3-5년, 대법원의 경우 8년까지 소요되던 특허분쟁을 120
일 내에 해결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특허등록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68)

67) KOTRA 글로벌 윈도우 (브라질의 조세 제도 , 20 15),
http:// www.globalwin dow.org/ quasar_jsp/inc/g w_downloadpdf.html?fileName=/g w_files/Nation PDF/10104 8/10104 8_305_ 507
8935. pdf
68) 브라질 특허청(INPI), http://www.inpi.gov.br/sobre/ arquiv os/guia_docente_iel-senai-e-in p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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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의료산업 동향
1) 의료서비스 산업
○ 2013년 기준 의료보건 분야에 대한 브라질 연방 정부의 지출은 약 482억
유로 정도로 총 공공지출의 6.93% 수준임. 이는 2010-2012년에 비해 약
간 떨어진 수치라고 볼 수 있음69)
○ 이 지출액은 188개국 중 61위에 속하는데 , 63위였던 2012년에 비해 2계
단 오른 수치임70)
○ 인구 당 공공의료분야 지출은 240유로 정도로 283유로였던 2012년에 비하면
약 15.19% 떨어진 수치인데, 이는 총 188개국 중 75위에 해당하는 정도임71)
[표 11] 연도별 보건의료 공공 지출 추이
년도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5

총 지출
(백만 유로)
48,200.9
56,302.0
65,505.4
69,350.4
26,968.9
25,808.2
20,711.7
17,879.3
14,172.4
10,594.2
8,927.8
10,511.2
10,751.9
9,990.5
12,189.5
-

%환산 (공공지출)

GDP대비 비중

1 인당 지출

(%)

(%)

(유로 )

6.93
7.90
9.28
10.71
6.06
5.99
5.40
5.17
4.98
5.15
4.41
5.00
4.75
4.08
5.48
8.36

4.52
4.35
4.24
3.95
3.70
3.53
3.55
3.47
3.35
3.12
3.21
3.07
2.89
3.03
2.86

240
283
332
355
139
135
109
95
77
58
49
59
61
58
72
-

출 처: http:/ /www.datosmacro.com/e stado/gasto/salu d/brasil

○ 2013년 브라질은 전문의가 부족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
는 외곽지역에 외국 의사의 고용을 허용하는 공중보건정책계획(Mais
69) http:// www. datosmacro.com/estado/g asto/ salud/brasil
70) http:// www. datosmacro.com/estado/g asto/ salud/brasil
71) http:// www. datosmacro.com/estado/g asto/ salud/bra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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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os) 을 발표함72)
○ 2012년 6월부터 대중들이 공중보건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해왔던 것에
대응하는 이 정책은 외국의사 및 새로운 의사들의 양성을 장려하고 외
곽지역 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지역에 대형병원을 건설하는 내용을 포
함하는데, 특히 브라질 북부와 북동부에 집중할 계획임
○ 브라질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은 인구
1,000명당 의사 1.8명의 수준인데 의사 1,000명당 의사 수가 각각 3.7
명, 3.2명인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에 비해 국민들에 대한 의료접근성
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브라질의 일부 소지역에는 단 한명의
의사도 없는 것으로 알려짐 73)
○ 앞으로 인구 1,000명당 4명 수준이 될 때까지 공중보건정책계획 (Mais
Medicos) 을 지속할 예정임
○ 2013년 한 해 동안 의사들이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브라질 북부와 북동
부에 위치한 공공의료기관에 35,0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했으며 , 앞으로
전문의들에게 약 4,540달러의 월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힘 74)
○ 현재 브라질의 의료서비스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됨75)
- 2014년 Maringa시에서 의사가 환자를 더 편히 관리할 수 있도록 환자의 진
료결과 및 정보 등 각종 기록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Portal Saúde
Maringa)을 마련하긴 했으나, 아직까지 인구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은 없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나 수술을 받아야할 경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음

○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caixa-preta de saúde 프로젝트(건강시스
템 블랙박스 프로젝트) 를 실시하였는데 , 시민들은 좋지 않았던 의료서비
72)http:/ /www.americaec onomia.com/politic a-sociedad/ politica/ gobie rno- brasileno- pre senta-su-nuev o-plan-de- salud-pub
lica-inspirado- por73)http:/ /www.americaec onomia.com/politic a-sociedad/ politica/ gobie rno- brasileno- pre senta-su-nuev o-plan-de- salud-pub
lica-inspirado- por74)http:/ /www.americaec onomia.com/politic a-sociedad/ politica/ gobie rno- brasileno- pre senta-su-nuev o-plan-de- salud-pub
lica-inspirado- por75) Datasus,
http:// datasus. saude.gov.br/index. php/n oticias/atualizac oes/451-portal- saude-maringa- e-de staque-em-publicacao-do-da
ta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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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글이나 사진 및 비디오를 통해 알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참고하여 의료보건 정책에 반영함76)
○ 2013년 브라질 전국에서 열악한 의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
어났는데 지우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당시 보건의료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함을 인정함 77)
- ANS(국가 의료 보험 서비스 규제기관)의 관리감시 강화를 통해 민간 보험
사들의 서비스 품질 제고, 의료 교육 분야 금융지원 확대, 교육기관의 효과
적인 경영과 국제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 마련할 예정임
- 신정부는 2015년까지 우선 기초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UPA(응
급진료소)확대 설치, 국민의약품 혜택 강화, SAMU(구급차 서비스) 시스템을 강
화할 예정이며, 전문 의료진과 각종 진단 검사 시스템 등을 대폭 확충할 계획임

○ 최근 2017년까지 의과대학 학부과정 11,000명, 레지던트 과정 12,000명
을 증원하기로 함

2) 의료기기 산업78)
(1) 시장 규모 및 전망
○ 2013년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약 564억8,4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0위에 위치 79)
-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미주 지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 수명 연장, 생활 여건 향상 및 의료시설 증가에 따라 브라질 소비자는 건강
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며, 이로 인한 의료시설 이용이 증가함으로써 브라질
의료기기시장이 브라질 경제성장 둔화에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

76)
77)
78)
79)

caixapre tadasue de, http://www.c aix apretadasau de.org.br/
caixapre tadasue de, http://www.c aix apretadasau de.org.b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의료기기 시장 진출정보 브라질, 2014.12.19.
BMI espicom, Brazil Me dical Devices R eport, Q1 .2015, 20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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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의료기기 시장현황 (2008~2018)
출처: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 의료기 기 시장 진출정보 브라질, 2014.12.1 9.

○ 브라질 의료기기 매출 규모는 1조 4,159억 5,200만원(48억 헤알) 에 이르
며, 이 중 약 62%가 연 매출 29억 4,990만원 (1,000만 헤알 ) 이하인 중소
기업에서 발생함. 고주파 , 카테터 및 프로브, 활력징후 측정기, 수술용 펌
프, 심장 박동기, 복강경 장비 , 치과용 장비 등 중소의료기업 취급 제품
이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80)
○ 브라질 정부가 공립병원, 자선병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의료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줌으로써,
의료기기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며 수입산 의료기기 가격은 브라질 국산
보다 훨씬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81)
○ 수술, 입원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무료인 공립병원과 국민의료통합서
비스(SUS, Sistema Unico de Saude)의 전 국민 무상의료혜택 이용률
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
조되고 있어 수요 상승이 지속될 전망82)
○ 2013년 인구 208.2백만 명(연평균 0.9% 성장률)으로 세계 5위를 기록했
으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5%로 비교적 젊은 국가이며, 2030년까지
인구감소 현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80) BMI espicom, Brazil Me dical Devices R eport, Q1 .2015, 2014.11 .
81) BMI espicom, Brazil Me dical Devices R eport, Q1 .2015, 2014.11 .
82) BMI espicom, Brazil Me dical Devices R eport, Q1 .2015, 20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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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총 의료비 지출은 2,082억 달러, 1인당 의료비는 1,0395달러로
2013년 GDP의 9.3%를 차지함
○ 브라질의 병원 보급률은 세계 4위에 이르나 1인당 의료비 소비는 세계
49위, 중남미 4위 (칠레 , 베네수엘라 , 멕시코 순)를 기록하며 지출이 매우
낮은 편임

(2) 수출입 현황
○ 브라질은 2013년 의료기기를 30.18억 달러 수입, 5.29억 달러 수출하였
으며, 의료기기시장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 수입 또한 가파
르게 증가하고 있어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임 83)

[그림 13] 의료기기 무역현황 (2009~2013, 천 달러 )
출처: 한 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시장 진출 정보 브라질 , 2014 .12.19.

○ 브라질은 세계 의료기기 수출 32위 국가로, 2013년 의료기기 수출은
2009년 4.49억 달러에서 연평균 4.2% 성장하여 2013년 5.29억 달러 기
록하였음84)
- 주요 수출품은 의료용소모품과 정형외과/보철기기 등이며, 주로 봉합용 실
바늘, 드레싱 등 단순한 의료기기 생산에 초점을 두고 해외시장을 공략

83) BMI espicom, Brazil Me dical Devices R eport, Q1 .2015, 2014.11 .
84) BMI espicom, Brazil Me dical Devices R eport, Q1 .2015, 20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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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정부의 지원으로 생산 기술 향상 기반이 조성 되고 있으며, 치과용
제품에 전문성을 보유
- 전체 수출의 약 32.5%를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영상진단기기
의 45.7%, 의료용소모품 51.1%가 미국에 수출
- 유럽연합으로 총87.06백만 달러(16.4%)를 수출하고 있고, 특히 인공신체와
봉합사가 벨기에에 주로 수출
- 기타 라틴아메리카 국가로의 수출도 두드러지며, 아르헨티나를 선두로 멕시
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순

[ 그림 14] 의료기기 수입 현황 (2009~2013, 천 달러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 의료기 기 시장 진출정보 브라질, 2014.12.1 9.

[ 그림 15] 주요 의료기기 수입국가(2013,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 의료기 기 시장 진출정보 브라질, 2014.1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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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구조
○ 해외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대리점이나 유통업체를 통해서 브라질에
진출 할 수 있으며, 보통 하나의 유통 포인트를 통해서 브라질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것은 어려움
- 주요 산업 및 상업지역은 Sao Paulo에 집중되어 있고, Rio de Janeiro와
Belo Horizonte 3개 지역으로 집중85)

○ MERCOSUR는 Brazil, Argentina, Uruguay, Paraguay 을 회원국으로 하
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연합체로 연합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
에 대해 CET(공통외부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적용함86)
- 관세의 범위는 0~35%로 제품의 형태에 따라 상이하며, 이는 관세분류 조화
시스템인 MCN(MERCOSUR 공통명칭, MERCOSUR Common Nomenclature)
에 의해 적용
- MERCOSUR의 각 회원들은 WTO가 허용하는 적용 품목에 한해, MCN 수입
코드의 CET를 최대 20%까지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표 12] 브라질 의료기기 주요 유통채널
업체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종업원 수

CMSMEDICAL

+551121258900

+551138898135

www.cmsmedical.com.br

51

+551150917300

+551150939026

www.comercialmedica.com.br

55

+551181010031

+551132079607

www.cnph.com.br

66

+557132481788

+557132481788

www.coramed.com.br

60

+552132218500

+552132218520

www.tamussino.com.br

190

+551135956777

+551132896757

www.promedon.com

72

+551133779922

+551133779900

www.rem.ind.br

230

COMERCIALME
DICA
COMERCIALNA
CIONALDEPRO
DUTOSHOSPIT
ALARES(CNPH)
CORAMEDCOM
ERCIODEARTIG
OSMEDICOS
E.TAMUSSINO
&CIA
PROMEDON(BR
AZIL)
REMINDUSTRI
AECOMERCIO
출처 : 현지 인터뷰

85) http:// www. as- coa. org/article s/ex plaine r-what- merc osur-0
86) http:// www. as- coa. org/article s/ex plaine r-what- merc osu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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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과의 교역 현황
○ 2013년 한국은 브라질의 12위 수입국으로, 우리나라의 對브라질 교역량
은 최근 5년간 37.3% 성장률로 2013년 가파르게 증가함(수입액 62.9%,
수출액 37.4% 증가 )87)

[그림 16 ] 對브라질 수출입 동향 (2008~2013)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시장 진출정보 브라질, 2 014.12.19.

○ 對브라질 수출은 2013년 약 105만 달러로 73개 기업이 99개 품목을 수
출하고 있음

[그림 17] 對 브라질 수출 주요품목 및 비중 (2013, 금액기준 )(단위 : 천 달러 )
출처: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 의료기기 시장 진출정 보 브라질 , 2014. 12.19.

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보고(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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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브라질 수입은 2013년 약 3,314만 달러로 655개 제조업체에서 351개
품목을 수입하고 있으며 , 對브라질 수입품목별 주요 제조업체(2013년)는
다음과 같음 88)
- 인공유방: Silimed Industria de Implantes LTDA
- 성형된플라스틱 의치용치아: Dentsply Industria e Comercio Ltda, VIPI
- 의료용실리콘재료: Silimed Indutria de Implantes Ltda
- 안구영역임플란트: Mediphacos Ltda
- 전기수술기: Loktal Medical Electronics IND.ECOM.LTDA, WEM Electronic
Equipment Ltda

[그림 18] 對 브라질 수입 주요품목 및 비중 (2013, 금액기준 )( 단위 : 달러)
출처: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 의료기기 시장 진출정 보 브라질 , 2014. 12.19.

(5) 의료기기 규제
○ 의료기기의 생산, 수입, 수출 및 판매는 Decree No. 79,094/1977과 후속
조항들로 수정된 Law No. 6360/1976

그리고 Administrative

Act

71/1996에 따라 규율됨
- Resolution No. 185/2001에는 의료기기를 규제 기관인 ANVISA(브라질 위생
관리국, 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에 등록하는데 필요한 구체
적 서류들의 개요가 기술되어 있음
- 생산, 수입, 수출 및 판매를 착수하려면, 회사는 보건부의 구체적 승인과 더불어
관할기관인 정부, 연방구 또는 주(州) 위생국이 발급한 면허 필요89)
88)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보고, 2 013
89) Fiocruz, http://www.arca.fi ocru z.br/bitstream/icict/9253 /1/116.pdf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브라질 진출 가이드(한국보건산업진흥원)

- 52 -

2015 한국의료 브라질 진출 가이드

○ 모든 의료기기는 인체에 대한 위험성에 따라 Class I, Class II, Class
III, Class IV의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됨
-

미국

FDA와

EU

의료기기

지침(Medical

Device

Directive,

MDD

93/42/EEC)의 규정과 아주 유사하며 , Resolution No. 56/2001에서는 모
든 의료 기기가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90)

○ 의료기기에 관한 주요 규제는 다음과 같음91)
- Resolution No. 32/2007과 No. 08/2007, INMETRO 인증을 요구하는 전자
의료 기기를 규제
- Resolution No. 260/2002, 건강 제품을 규제 · Resolution No. 185/2001,
건강 제품의 등록을 규제
- Resolution No. 56/2001, 안전과 효능 문제를 규제 · Resolution No.
97/2000, 건강 제품군을 규제
- Resolution No. 16/2013, 의료 제품에 대한 GMP 표준을 규제 · Law No.
6360/1976, 의료 제품을 규제
- 정부는 입법의 단순화와 171개에 달하는 규정의 수를 30개 정도로 줄이기
위하여 Decree No. 79,094/1977의 수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이
Decree는 의료 제품의 생산, 수입, 수출 및 판매를 규율하는 Law No.
6360/1976을 규제
- 고려중인 변화에는 건강 위험의 모니터링에 관한 제품 등록의 효력 연장 그
리고 다른 국제기구와 인증기관이 수행한 심사와 검사의 인정이 포함됨. 이는
ANVISA가 수행하는 연간 검사의 수를 70%까지 감축할 가능성 존재92)

□ 등록 절차 시 검토사항
○ 기업들은 ANVISA(브라질 위생관리국 , 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와 오랜 등록 과정을 완료해야 하고, 더욱이 브라질에서 자신
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해야 함
- 등록을 위한 신청과 정부의 최종 승인 사이에 걸리는 시간은 변동이 크지만,
이 과정을 완료하는데 대부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93)

○ 의료 제품의 등록 과정은 최근 MERCOSUR( 남미공동시장) 국가들 전체에
서 일치되고 있음. 또한 생산자들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90)
91)
92)
93)

Fiocruz, http://www.arca.fi ocru z.br/bitstream/icict/9253 /1/116.pdf
Fiocruz, http://www.arca.fi ocru z.br/bitstream/icict/9253 /1/116.pdf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브라질 의료보건시장 진출정보201 4, https:// www. khidi.or.kr/file Download? titleId=126956&fileId=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브라질 의료보건시장 진출정보201 4, https:// www. khidi.or.kr/file Download? titleId=126956&fileI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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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여부를 입증해야 함94)
○ 등록은 5년 간 유효하고, 동일한 등록 번호로 유사한 기간 동안 갱신될 수
있음. 갱신 신청은 등록 기간 마지막 해의 처음 6개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함
○ 등록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답변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 자동으로 갱신되
는 것으로 봄 . 그러나 최초 유효 기간 중에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는 갱신의 효과가 미치지 않음
○ Class II, III 또는 IV의 의료 기기의 경우, 수입업자나 유통업자는 등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공해야 함95)
- ANVISA가 제공한 지불에 대한 은행 입금증 사본 1부
- 법적 책임 및 기술적 책임을 규정한 RDC 185/01의 부록 III A, III B 그리
고 III C에 따른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 그리고 그 의료 기기에 대한 증명서
- 의료 기기를 브라질에 수입하고 상품화하는 것에 대한 생산자의 위임장 사본 1부
- 제품이 생산 및/또는 상품화된 국가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자유 무역 등록증
이나 인증서 또는 동등한 문서의 사본 1부
- 기술적 규제에 따른 법적 요건들의 이행에 관한, 의료 제품에 대한 ANVISA
의 법령의 형태에 맞춘 인증서 사본 1부

○ Class I 제품의 경우 , 위에 언급된 서류들 중에서 첫 번째 , 두 번째 그
리고 다섯 번째 서류만을 제공하면 됨 의료 기기의 등록을 위하여 제공
되어야 하는 다른 서류들은 다음과 같음
- 의료 제품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 서식, 지역 위생 당국이 발급한 설비 운영
면허증 사본 1부
- ANVISA(브라질 위생관리국, 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가
발급한 회사 작업 허가서 사본 1부, 기술적 책임 인증서 사본 1부, 제품 포
장에 사용되는 라벨 샘플 2개
- 지침서 사본 2부, 제품 기술보고서, 공인된 인증기관이 발급한 적합 인증서 사본
- 책임에 대한 진실한 정보의 기간, 적합성에 대한 신고서

○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 외 , 수입 허가, 브라질 GMP 인증서 등 2개의 서
류가 필요함

9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브라질 의료보건시장 진출정보201 4, https:// www. khidi.or.kr/file Download? titleId=126956&fileId= 1
9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브라질 의료보건시장 진출정보201 4, https:// www. khidi.or.kr/file Download? titleId=126956&fileI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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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새로운 GMP 규칙은 2013년 3월 28일에 발효됨. Resolution RDC
16/2013은 의료기기(RDC 59/2000)와 체외진단(Ordinance 686/1998)
에 대한 개별적 규칙들을 대신하여, 의료 기기와 체외진단 생산자들에
대한 단일한 조건들을 정함
○ 또한 이는 두 가지 형태의 제품을 제조하는 생산자들이 이제 ANVISA
(브라질 위생관리국 , 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의 단일
GMP 검사 체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움직임은 관료화 억제와 규제 절차 간소화로 지역 제조 산업을 활
성화하려는 일련의 조치의 일부

○ 또한 ANVISA는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외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생산 설비에 대한 GMP 검사 수행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96)
○ 2014년 3월 28일에 발효되는 Resolution RDC 15/2014에 따르면, GMP
조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97)
- Class I과 II 의료 기기는 더 이상 브라질 GMP 인증을 요구하지 않음. 위
험도가 낮은 기기를 생산하는 제조 설비에 대한 검사 요구를 삭제
- Class III과 IV 기기의 경우, 회사들은 GMP 인증을 기다리는 동안 시판 허가
신청을 먼저 제출할 수 있음(단, GMP가 인증된 후 시판 허가가 승인 됨)
- ANVISA(브라질 위생관리국, 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는
협력관계가 있는(ANVISA가 승인한)다른 관할 기관의 심사 보고서를 수용

○ ANVISA 는 이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 미국의 관할 기관과 파일
럿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참여 국가 모두에
서 유효한 단일 심사 보고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임

96) http:// www.e merg og roup.com/blog/2013 /04/brazil-g mp-requirements-streamlined
97) http:// www.imdrf.org/doc s/imdrf/final/meeting s/imdrf-meet-140829- washington-brazil-updat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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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링 조건
○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Code, CDC)으로 알려진 Law No.
8,078은 1990년 9월에 통과되었는데, 제품의 내용, 수입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하여 바르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라벨링을 요구. 서류와 라벨은 모
두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어야 함98)

□ 중고/재생 기기
○

2001년 2월에 ANVISA(브라질 위생관리국, 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는 중고 의료 기기의 수입을 규제하는 Resolution
No. 25를 공표함

○ 이 Resolution은 중고 기기가 브라질로 수입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엄
격한 조건들을 부과함. 그 조건들 중의 일부는 다음과 같음 99)
- 기기는 완전하게 세척되고 재생되어야 하며 , 마모와 파손이 될 수 있는 부
품과 조각들은 모두 교체되어야 함
- 기기는 원래의 사양에 맞게 전문적으로 보정되어야 하고, 원 생산자의 인증
을 받아야 함
- 새로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고, 지침서가 제공되어야 함
- 기기가 재생된 년도를 제출하고, 기기는 품질 관리 검사를 통과하여야 함
- 기기의 유효 수명 기간 동안에 브라질에서 사용 가능한 예비 부품과 구성품
을 제작

○ 위에 기재된 조건들을 따르지 않는 회사들에 대한 엄격한 벌칙들이 있는
데, 강도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해당 기기의 압수까지 포함됨
○ 따라서 중고 의료 기기의 수출업자가 브라질 수입업자와의 거래에서 긴밀
히 협조하는 것은 중요하며 의료기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을 갖
춘 평판이 좋은 브라질 세관화물취급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음100)

98) http:// www.g wu.edu/~ibi/minerva/Fall2002/ Luciano.Maia.pdf
99) http://uk.practicallaw.com/7- 384-1830
100) http://uk.practic allaw.com/7 -384-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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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기관
○ ANVISA(브라질 위생관리국, Agencia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 ANVISA(위생관리국, Agencia N 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는 US FDA를
모델삼아 설립된 브라질 보건부에 소속 기관이며, 재정적인 자립기관임. 제
품 등록, 운영 허가의 발급 그리고 수입 및 수출 승인을 담당하는 규제 기
관임. 미국 FDA를 본 딴 ANVISA는 보건부의 산하기관이지만 행정적·재정적
자율성을 보유하고 운영됨101)
- ANVISA의 주 수입원은 이 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따라 산정되
는 위생관리 검사 수수료
- 브라질 의료기기의 수입 규제 등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며, 모
든 제품들은 브라질에 수입되기 전 ANVISA에 등록되어야 함

○ INMETRO(국립산업품질도량연구소, 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Qualidade e Tecnologia)102)
- 브라질 연방정부의 개발산업무역부 소속기관으로 ABNT/ISO의 심사기준에 의거
하여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 각종 산업제품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
- 전기전원을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INMETRO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INMETRO의 승인을 받은 시험기관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음

○ ABNT(브라질 기술표준협회,Associação Brasileira de Normas Técnicas)
- 브라질의 국립 기술표준협회로 각종 기술분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규격을
갖추도록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ISO, IEC, COPANT, AMN 등 세
계적인 인증기관과의 협약을 맺고 있으며, 해당기관을 통해 자격심사를 받은
후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103)

○

ABIMO(브라질

의료기기협회,

Brazilian

Association

of

Medical

Supplies and Equipment, Dental, Hospital and Laboratory)104)
- 브라질의 의료기기협회로 1962년에 설립. 상파울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치
과용 의료기기, 병원 장비 등의 제조업자 협회
- 2009년 이후로 당시 449개 기업을 대표하는 병원소모품을 비롯하여 의료
기기 병원장비 , 정형외과장비 및 치과용 의료기기 , 실험실 장비와 진단용 영
101) Anvisa,
http:// portal.an visa.g ov. br/ wps/ wc m/conne ct/076 f308049 2dd932afe8bf14d16287af/Le gislacao_Propaganda_Consolidada_ ma
rc o_2011 .pdf?MOD= AJPERES
102) inmetro, http:// www.inmetro.gov.br/
103) https://www.lin kedin.com/c ompany/ abnt---associa-o-brasileira-de-n ormas-t-cnicas
104) http:// www. flchamber.c om/wp-content/uploads/ME DICAL-EQUIP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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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치 등을 포함하는 의료기기 무역기관으로 거듭남
- ABIMO의 회원사들이 브라질 의료기기 시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는 것
으로 간주됨

3) 제약산업
(1) 시장 규모 및 전망
○ 브라질은 전 세계 (7위, 26.3조원, ‘13)의 제약 신흥국 (Pharmerging
Nation) 대표 국가이며 보건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신흥국 중심의 비중
확대가 예상됨
- 브라질 제약시장 규모

: 13조원(`07)

⟶ 26조원(`13)

⟶ 60조원(`20),

CAGA 14% 성장, 중남미 최대 제약 산업 시장 (43%차지)

[그림 19] 제약시장 예상 규모 (2014~2020)
출처: IMS Health(2013) The Global U se of Medi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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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중남미 제약 시장 점유율(2012)
출처: IMS He alth(2013) The Gl obal Use of Medicines

○ 선진국 (‘12: 미국, 일본 , EU5, 브라질(7위 )) → 신흥국 (‘17: 중국(2위 ),
브라질 (4위), 인도 (7위), 러시아(9위 )) 중심으로 의약품 시장판도 변화가
예측되고 있음105)
[표 13] 세계 제약 산업의 시장 성장패턴 전망(2012 ∼ 2017년)
구분

‘12년

세계시장 규모

‘17년
965조원

1,300조원

선진국 시장

680 조원 (65%)

728조원 (56%)

신흥국 시장

245 조원 (23%)

422조원 (32%)

저개발국 시장

131 조원 (12%)

153조원 (12%)

출처: IMS He alth(2013) The Gl obal Use of Medicines

○ 국민 소득 향상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출의 지속적
확대가 예상됨106)
○ 노령인구의 증가는 만성적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수요로 이어져 경기
변동에 비탄력적이며, 정부의 빈곤감소 및 중산층 확대 정책추진으로 의
료서비스 시장과 제약시장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107)
- 국민소득(1인당 GDP) : $8.6(`09) → $11.6(`14) 및 중산층 : 38%(`03)
→ 54%(`13)
- GDP 대비 보건의료지출 비용 : 8.4%(`08) → 9.7%(`13)
- 고령인구 비중(예상) : 20.6%(`10) → 28.3%(`20) → 40.5%(`30)
-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출액 : $608억 달러(`08) → $931억 달러 (`13)
105) IMS Health, Americas Market Intelligence, 2012
106) IMS Health(20 13) The Global Use of Me dicine s
107) IMS Health(20 13) The Global Use of Me dicin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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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질환 사망률(`12. WHO): 심장질환(10.5%, 1위), 뇌졸중(9.3%, 2위),
감염(6.1%)
- 당뇨(5.6%), 고혈압(4.8%) → 선진국형 질환으로 변화

(2) 수출입 동향
○ (수출입동향 ) 브라질의 의약품 주 수출국은 덴마크 , 베네수엘라 , 미국 등
이며, 독일, 미국 , 스위스가 전체 의약품 수입의 50%를 차지함 108)
- 브라질 원료 의약품 국내 생산은 전체 수요의 17%로, 83%는 수입에 의존
(`13년, Fiocruz)
- 중국, 일본 , 유럽산 원료의약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는 브라질 무역수지 불
균형 초래
[표 14] 연도별 의약품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분류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의약품 수출

961

1,078

1,271

1,453

1,494

1,516

1,569

의약품 수입

4,280

4,477

6,091

6,499

6,840

7,420

7,426

무역 수지

-3,319

-3,399

-4,820

-5,046

-5,346

-5,904

-5,857

출처: UN Comtrade, 20 15, h ttp://comtrade.un. org /

[표 15] 의약품 수출 상위 10 개국
순위

국가

1

덴마크

2

금액 (USD 백만 )
2012

2013

2014

점유율(%)

증감률(%)

2014

14/13

1,495

1,516

1,570

21.23

9.6

베네수엘라

283

304

333

13.76

-4.64

3

미국

230

226

216

11.42

9.61

4

아르헨티나

156

164

179

9.55

2.58

5

멕시코

152

146

150

5.51

1.58

6

콜롬비아

75

85

87

4.94

4.8

7

파나마

71

74

78

3.85

20.99

8

칠레

68

50

60

3.26

8.44

9

에콰도르

50

47

51

2.64

17.65

10

벨기에

38

35

42

1.78

9.97

출처: WTA, 201 5

108) Fiocruz, http://portal.fioc ruz. br/ en/ conten t/home-in gl %C3%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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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의약품 수입 상위 10 개국
(단위: 백 만달러, %)

순위

국가

1
2
3
4
5
6
7
8
9
10

독일
미국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영국
인도
오스트리아

2012
1,222
1,193
734
468
347
360
331
367
163
237

규모
2013
1,420
1,320
798
505
380
366
309
354
181
190

2014
1,402
1,388
818
487
464
343
307
283
230
152

점유율
2014
18.87
18.68
11.01
6.56
6.24
4.62
4.13
3.81
3.09
2.04

증감률
14/13
-1.27
5.13
2.51
-3.51
22.14
-6.16
-0.67
-19.99
27.1
-20.23

출처: WTA, 201 5

○ 전체 제약사 (약 550社)중 다국적 제약사가 시장의 70%를 점유하지만 , 제
네릭 및 바이오시밀러를 바탕으로 자국기업이 상위 매출을 달성함109)
- 매출 상위 10위(‘14, Exame): EMS, Hypermarcas, Ache, Eurofarma(이상
자국회사 ), Sanofi, Norvatis, Takeda, Bayer, Pfizer, GSK(이상 외자회사)
- 현지 상위 10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내수용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하며, 제네
릭에 대한 국내 수요의 대부분이 현지 기업에 의해 충족110)
- 현지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위한 기업이 103개(‘15)에 달하며, 제네릭 의약
품의 수입 비중은 10% 미만
- 보건부에 의약품 조달을 담당하는 국영 제약사(Laboratorios Oficiais)를 통
해 소속기관 및 보건부에 납품
[표 17 ] 브라질의 매출 상위 10위 제약사(2014)
(단위: 십억달러, %)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기업명
EMS
Hypermarcas
Sanofi
Novartis
Ache
Eurofarma
Takeda Pharma
Bayer
Pfizer
GSK

매출액
3.4
2.69
2.291
1.779
1.527
1.33
0.87
0.77
0.73
0.66

전년 대비 증감률
5.79
11.43
(-)9.42
1.3
8.73
18
1.15
6.21
0.66
1.33

출처: Exame Mag azine, 2014
109) http:// www. biolabfarma.com.br/noticias_ detalhe.php?id=NTM1O A==
110) Exame Magazi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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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의약품 ) 브라질 정부, 제네릭 의약품 사용 장려 캠페인 및 빠른
제품등록 절차 지원 등을 통해 제네릭 시장 형성 장려111)
- 분야별 판매 비중: 바이오 시밀러(39%), 오리지널(27%), 제네릭(23%), 기타(11%)
- 의약품 제조 단가 상승으로 인한 제네릭 제품 가격 상승
- 평균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 50% 할인율을 적용
하지만, 브라질은 제네릭 의약품 할인율을 35%로 책정(‘10)
- 브라질 중앙 정부의 “Health Has No Price” 프로그램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
의약품 무상 제공
- Health Has No Price Program : 연간 미화 약 2억 8천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 중이며, 그 중 약 60%가 제네릭 의약품

○ (바이오 의약품) 인체생명공학 분야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백신, 세포치
료제, 생약제제 등 70개 이상 국가에 수출 112)
- 공적 투자 및 외국인 투자 증가를 위한 의료기기 수입 규제 완화
- 보건부 산하 중남미 최대 백신센터 운영(Fiocruz; Oswaldo Cruz Foundation)
- 브라질 민·국영 제약기업을 통한 혈우병, 다발성 경화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당뇨병 관련 등 총 14개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생산 자국화 계획(`17)

(3) 한국과의 교역 현황
○ 對브라질에 수입 대비 수출 규모 증가 추세이며, 민간과 교류를 통한 진
출은 초기 단계이나 국제 입찰시장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음 113)
- 수출(원료, 완제) : ‘09년 39,479천불 (8위) → ‘13년 85,789천불(5위)
- 수입(원료, 완제) : ‘09년 3,084천불(33위) → ‘13년 3,339천불(34위)
[표 18 ] 한국 -브라질 의약품 수출입 동향(2009~2013)
(단위: 천 달러 )

수출
합계
증감율

원료
완제

2009
13,270
13,427
51,047
-

2010
39,835
11,815
51,650
1%

2011
15,704
36,351
52,055
1%

2012
16,421
63,027
79,448
53%

2013
15,349
70,440
85,789
8%

출처: KHI DI, 의약품산업보고서, 2014

○ 한국 제약기업은 브라질 현지 제약사와 합작회사 설립 및 국제 입찰시장
111) http:// www. clinicaltherapeutic s.com/article/S0149- 2918(14)00 359-2/abstract? cc=y=
112) Fiocruz, http://portal.fioc ruz. br/ en/ conten t/home-in gl %C3%AAs
113) KHIDI, 의약품산업보고서 , 2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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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진출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음 114)
- 국제 조달 시장 입찰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국내 개발 제품 수출계약 체결
!

국제 입찰시장(WHO PAHO)을 통해 총 78,208천불 (`13) 수출
→

동아에스티(성장호르몬(항암제),

16,008천불),

녹십자(면역글로불린,

15,478천불),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퀸박셈, 14,695천불) 등
!

(녹십자 ) 브라질 크리스탈리아(Cristalia)社와 130만불 수두백신 ‘수두박스
(Suduvax)’ 장기공급계약 체결(`08.7), (이수앱지스) 고셔병 바이오시밀러
‘ISU302' 에 대한 브라질 EMS 사와 72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11.8)

- 현지 제약사와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해 브라질 뿐 만 아니라 중남미 진출 확
대를 위한 전략적 제휴 추진 115)
!

(씨엘팜 ) 구강붕해필름제 (ODF) 제조·수출 등을 위한 브라질 EBX社간 5천
만불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 합의(`14.6)

!

(알테오젠) 브라질 크리스탈리아(Cristalia)社과 바이오시밀러 4개 품목
(Trastuzumab 등)공동개발(임상 1상중) 등 현지화(PDP)를 통해 정부입찰
및 10년간 로얄티 보장 등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품목당 1천억원 매출 예상

(3) 의약품 규제 기관 및 인허가
○ 브라질 위생관리국(ANVISA, 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116)
- 1999년 보건복지부 산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관리 기관으로 설립
!

브라질 국민의 위생, 건강과 관련된 모든 제품 및 업체의 인허가, 관리 감
독 담당

!

제품의 생산 및 유통과정, 작업환경 , 기술 등 분야에서 위법 여부 감시 및
관리

○ 의약품 시장규제 위원회(Camara de Regulacao do Mercado de
Medicamentos; CMED)117)
- 2000년 조제 의약품의 가격 규제 기관으로 설립
!

의약품의 경제적 가이드라인의 규정·실행·관리 및 약가 규제 담당

!

의약품 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 주체가 해당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통제

114) KHIDI, 의약품산업보고서 , 201 4
115) KHIDI, 의약품산업보고서 , 201 4
116) Anvi sa,
http:// portal.an visa.g ov. br/ wps/ wc m/conne ct/076 f308049 2dd932afe8bf14d16287af/Le gislacao_Propaganda_Consolidada_ ma
rc o_2011 .pdf?MOD= AJPERES
117) Anvisa,
http:// portal.an visa.g ov. br/ wps/ content/Anvi sa+ Portal/ Anvisa/Pos+-+Come rcializac ao+- +Pos+-+Uso/Regulac ao+ de+Marcad
o/ Assunto+de+In tere sse/Secretaria-Exec utiva+da+Camara+de+R egulacao+do+Merc ado+de+Medicamentos+-+ C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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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기술 설립 위원회 (CONITEC)는 2011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된
HTA(Adoption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s, 의료기술평가)의 관리
기구로 설립됨118)
- SUS(국민의료통합서비스 )에 포함되는 의약품 심사 및 출시된 기존 치료제에
대한 신약의 효과 평가
- 중앙 및 지역 정부 기관의 대표와 의료 전문가 13명 구성

○ 의약품 가격관리체계는 2000년에 도입되어 의약품 시장규제 위원회
(CMED)에서 관리함
- 브라질 내 신약은 비교약에 대한 편익에 따라 분류 되며, 급행 HTA(의료기술
평가, 3개월)를 토대로 상한가를 정함 .119)
- 비교 가격 방식(9개국120) )에 의한 신약 상한가 결정

※ 가격 평가 절차의 주요 단계
1. 신청인은 경제적 서류를 제출
2. 급행 HTA에 대한 신청은 문헌 심사와 적절하게 선정된 비교의약품,
경제적 평가가 포함되어야함
3. 보고서 작성 후 집행사무국 회의에서 논의
4. 시판 승인 기한(제출 후 약 3 개월)
* 국민의료통합서비스(SUS) 가 공급하는 의약품뿐 아니라 민영 의료 부문에서 투여하는
치료제에도 적용

(4) 의약품 판매 및 유통
○ 의약품 생산, 유통, 수입을 위해 브라질 보건부 승인이 필요함121)
- Lei 6.360 법안과 Lei 11.343 법안 참고
- 브라질 내 600여개의 제약 관련 기업 (제조 , 수입, 유통 등) 운영 중
118) Anvisa,
http:// portal.an visa.g ov. br/ wps/ content/Anvi sa+ Portal/ Anvisa/Pos+-+Come rcializac ao+- +Pos+-+Uso/Regulac ao+ de+Marcad
o/ Assunto+de+In tere sse/Secretaria-Exec utiva+da+Camara+de+R egulacao+do+Merc ado+de+Medicamentos+-+ CMED
119) Anvisa,
http:// portal.an visa.g ov. br/ wps/ content/Anvi sa+ Portal/ Anvisa/Pos+-+Come rcializac ao+- +Pos+-+Uso/Regulac ao+ de+Marcad
o/ Assunto+de+In tere sse/Secretaria-Exec utiva+da+Camara+de+R egulacao+do+Merc ado+de+Medicamentos+-+ CMED
120) 미국 , 뉴질랜드 , 호주 , 그리 스 , 포르투갈 , 이탈리아 , 스페인 , 프랑스 , 캐나다
121) Anvisa,
http:// portal.an visa.g ov. br/ wps/ wc m/conne ct/076 f308049 2dd932afe8bf14d16287af/Le gislacao_Propaganda_Consolidada_ ma
rc o_2011 .pdf?MOD= AJP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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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 제약회사
- SUS 보험 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공급, 규제 지원 및 기술 트레이닝 담당
- 총 21개의 국영 제약사 보유하고 있으며, 브라질 국내 백신 생산수요의 약
80% 차지 122)
!

브라질 국영제약사 전체는 브라질국영제약사협회(Alfob)의 회원이며, 브라
질 내 최대 규모의 국영 제약사는 상파울루의 Fundacao para o Remedio
Popular (FURP)와 리우데자네이루의 Farmanguinhos

○ 약국
- 상업화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은 총 70,576개(연방약국위원회 , ‘12)123)
!

약국의 대부분이 브라질 남동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는 생산구조
기반에도 영향을 미쳐, 대부분 상파울루 주와 리우데자이네이루 주에 생산
시설이 집중됨

- 최근 몇 년 간 거대 약국 브랜드와 소매 약국의 합병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약 1만 3천개의 약국 지점이 28개의 기업에 소속되어 전체 약국 매출의
75% 차지(브라질약국협회 , Abrafarma)

○ 기타 판매 채널
- 의약품 판매는 전자상거래나 개인의 해외직수입을 통해서도 가능124)
!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약품 판매의 경우 브라질 위생감시국 (ANVISA)의 규
제 (RDC 44/2009)준수

!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고자하는 약국은 실제 약국을 보유해야 하
며 , 판매 사이트에 해당 약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

!

개인이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역시 브라질 위생감시국의 규제
(RDC81/2008)를 준수해야하나 동 규제의 경우, 의약품의 비공식 혹은 불
법 유통채널 예방을 위한 내용은 全無

- 의약품 보급을 위한 주요 유통 채널에 병원과 클리닉도 해당

122) Anvi sa,
http:// portal.an visa.g ov. br/ wps/ wc m/conne ct/076 f308049 2dd932afe8bf14d16287af/Le gislacao_Propaganda_Consolidada_ ma
rc o_2011 .pdf?MOD= AJPERES
123) Anvi sa,
http:// portal.an visa.g ov. br/ wps/ wc m/conne ct/076 f308049 2dd932afe8bf14d16287af/Le gislacao_Propaganda_Consolidada_ ma
rc o_2011 .pdf?MOD= AJPERES
124) Anvi sa,
http:// portal.an visa.g ov. br/ wps/ wc m/conne ct/076 f308049 2dd932afe8bf14d16287af/Le gislacao_Propaganda_Consolidada_ ma
rc o_2011 .pdf?MOD= AJPERES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브라질 진출 가이드(한국보건산업진흥원)

- 65 -

2015 한국의료 브라질 진출 가이드

2. 보건의료 주요지표
1) 환자 구성 및 주요 질환
○ 브라질은 기후 및 지리적 특성으로 열대지역이 많아 2000년부터 2014년
까지 뎅기열 감염만 7백만 건이나 보고될 정도로 말라리아나 뎅기열 발
생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125)
- 특히 적도와 가까운 포르탈레자 북동부 해안 및 리우 등 남동부 해안 및 아
마존 내륙의 마나우스에서 그 발생률이 더 높으며 이로 인해 브라질 보건
당국에서는 자국인 뿐 아니라 여행객에게도 예방법 및 주의사항을 전하며
감염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브라질에서는 주사, 문신 또는 피어싱을 통해 혈액으로 전염되는 질병인
B형 간염 , C형 간염 및 HIV의 발생 건수도 높은 편이며, 비가 많이 오고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해 공기 중으로 감염될 수 있는 폐결핵, 홍역 , 수두 ,
디프테리아 , 기침감기, 뇌수막염, 유행성 이하선염 및 백일해의 발병률도
매우 높음126)
○ 브라질 보건당국은 2015년 11월 14일까지 약 150만 건의 뎅기열 사례를
확인했으며 , 이것은 2014년에 비해 약 176%증가한 수치로 사망자 또한
2014년 대비 11명이나 증가했음127)
- 2014년 한 차례 발병률이 낮아졌으나, 다시 수치가 오른 이유로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 축제와 보건 당국의 안일한 대처 및 방심을 꼽고 있음

○ 브라질 보건부는 보고서를 통해 2014년 11월 19일까지 전국 618개 도시
에서 2천 782건의 소두증 의심사례가 보고됐다고 발표했으며, 소두증 증
세를 안고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하였음 128)
- 소두증은 이집트 숲 모기로 인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태아의 두뇌성
장이 저해되는 장애질병으로 발병은 주로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 보고됐으
나, 남동부 리우와 상파울루에까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125) http:// www.eliminatedengue.c om/ brazil
126) http:// www.eliminatedengue.c om/ brazil
127)http: //noticias.uol.com.br/ saude/ultimas-noticias/redacao/2015/1 1/24/casos- de-dengue-chegam-a-15-milhao-no-pai
s- zika- atinge-18-e stados.h tm
128) http:// www. phac -aspc.g c.ca/tmp-pmv/notices- avis/n otices-avis-eng.php?id=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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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카 바이러스가 황열병과 뎅기, 치쿤구니아 등 열병으로 옮기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라 브라질 보건부는 지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프
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힘

○ 브라질의 입원환자 수 중 가장 많은 질환으로는 1차 질병군으로 3,340만
명 입원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다음으로는 외부 요인에 의한
입원환자가 1,415만 명으로 입원의 주요 질환으로 조사되었음 129)
○ 브라질의 지역별 구분으로 입원환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Paraná
지역 441만 명, Tocantins지역 436만 명, Piauí지역 402만 명의 순으로
입원환자 수가 높게 조사되었음 130)

129) DATASUS, http:/ /tabnet.datasus.gov.br/cgi/idb2012/ matriz.htm
130) DATASUS, http:/ /tabnet.datasus.gov.br/cgi/idb2012/ matriz.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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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기타 뇌혈관
6.45
4.20
2.35
6.28
6.80
6.08
10.61
7.20
9.35
7.82

23.45
34.69
24.67
38.92
14.62
36.80
37.87
36.17
22.31
30.84
50.49

38.87
32.75
32.88
51.61
47.69
44.02
49.41
39.78
39.50
24.04

119.97
145.38
126.14
127.14
139.58
105.56
119.30

87.93
117.87
102.26
98.08
56.61
156.51
129.37
118.61
75.83
90.47
151.05

질병
175.84
139.99
96.74
115.99
181.29
80.00
146.97
168.85
186.73
99.68

1차

62 .26
49 .46
71 .02
69 .40
67 .42
51 .35
51 .50

35 .86
39 .36
47 .11
34 .76
31 .67
43 .61
57 .27
51 .77
31 .35
54 .22
72 .75

요인
60 .33
57 .84
31 .82
63 .21
56 .43
37 .82
90 .97
41 .98
55 .01
49 .27

외부

35.13
25.20
25.95
14.75
29.50
24.16
19.26

14.40
12.26
6.64
14.47
15.49
15.34
24.62
16.29
11.51
24.32
25.57

사고
12.34
16.72
2.05
7.71
7.13
11.29
16.96
11.73
19.73
16.15

추락

1 0.69
4.13
8.68
1 0.87
1 1.80
6.23
8.21

8.90
1 1.38
5.71
6.93
4.43
5.13
9.24
1 0.54
6.41
9.25
9.33

사고
1 2.22
9.95
1.85
2 2.70
5.44
9.50
2.19
8.66
9.33
1 2.98

교통

0.54
0.54
0.22
0.74
1.47
1.43
0.58

0.09
0.59
0.04
0.62
0.84
0.46
0.63
0.50
0.19
0.69
1.57

중독
0.53
3.70
0.05
0.55
0.36
0.44
0.18
0.20
0.18
0.16

약물

0.9 6
2.1 9
1.4 4
1.9 9
3.9 8
3.1 1
2.4 8

4.7 6
1.9 5
1.2 8
3.5 7
1.1 2
5.3 6
3.3 2
2.7 7
1.2 2
2.1 3
1.2 9

폭행
2.3 0
4.3 5
1.4 5
1.3 2
4.2 2
5.0 8
1.3 3
0.7 7
1.6 8
2.8 6

외부

0.39
0.17
0.30
0.27
0.30
0.41
0.40

0.09
0.15
0.19
0.07
0.12
0.32
0.77
0.98
0.16
0.66
0.24

0.42
1.17
0.07
0.06
0.23
0.21
0.22
0.29
0.32
0.41

14.55
17.24
34.43
43.79
20.38
16.01
20.58

7.61
13.02
33.24
9.10
9.67
17.00
18.69
20.70
11.86
17.17
34.74

32.53
21.94
26.35
30.86
39.05
11.28
70.08
20.33
23.77
16.71

기타

허혈성
0.27
0.50
0.22
0.06
0.19
0.19
0.40
0.68
0.39
0.91
5.93
8.11
9.24
9.75
3.89
9.07
11.23
9.93
7.09
9.18
10.85

43.14
46.55
44.42
40.43
42.03
26.50
35.15

자해

심장질환
4.84
3.51
5.95
4.15
3.13
5.50
6.32
3.19
6.14
8.91
0.45
0.43
0.24
0.14
0.82
1.10
0.96
0.45
0.95
0.80
1.14

10.62
12.51
8.60
7.13
6.88
7.83
8.89

폐렴

질환
15.84
6.17
3.62
3.15
9.75
6.10
9.35
14.95
18.43
3.71
11.29
7.34
9.27
7.34
6.96
6.81
16.79
13.48
9.30
15.47
27.02

1.27
1.18
0.66
0.34
0.43
4.94
0.83

뇌졸중

12.53
5.97
5.93
8.58
7.06
7.10
10.56
9.13
12.97
5.82
2.74
5.90
4.96
5.48
2.93
8.89
4.56
5.99
3.51
4.76
5.36
17.85
20.26
12.22
7.33
12.65
10.71
12.52

고혈압성

및 암
9.9 6
12.4 4
11.4 4
16.6 6
6.0 4
9.4 0
20.7 0
11.5 8
19.3 2
17.7 9
7.67
7.81
7.89
8.43
3.60
9.83
7.93
6.75
5.45
5.26
8.98
3.23
5.04
5.30
6.49
8.09
4.55
5.92

당뇨병

25.4 6
16.4 5
28.2 2
15.0 2
10.8 0
17.8 7
28.7 6
34.2 8
20.9 3
28.7 1
40.7 4
6.76
9.75
7.28
8.61
8.67
7.17
7.36

악성 종양

33.6 4
41.2 7
25.4 6
23.0 4
20.3 0
22.5 5
24.8 3

[표 19 ] 지역에 따른 질병별 입원환자 수(2012, 인구 10,000명당 )
분류

Acre

Rondônia
Amazonas
Pará

Roraima
Amapá
Tocantins
Maranhão
Piauí
Ceará
Paraíba

Rio Grande do Norte

Alagoas

Pernambuco

Bahia

Sergipe
Minas Gerais
Espírito Santo
Rio de Janeiro
Paraná

São Paulo
Santa Catarina
Rio Grande do Sul
Mato Grosso do Sul
Goiás

Mato Grosso

전체 평균

Distr ito 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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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TASUS, http:// tabnet.datasus.gov .br/cgi/idb2012/matriz.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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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에서 일반 외래진료와 의료상담을 포함한 진료횟수는 São Paulo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진료 행위가 이루어 졌으며 1인당 진료 수는

Rondônia 지역에서 3.46번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131)
○ 총 진료횟수는 São Paulo, Minas Gerais, Rio de Janeiro, Bahia, Rio
Grande do Sul 순으로 높았으며, 1인당 진료 수는 Rondônia, São
Paulo, Maranhão, Alagoas, Santa Catarina 순으로 높았음
[표 20 ] 지역별 진료횟수(2012)
지역

인구 당
진료 수

총 진료 횟수

지역

인구 당
진료 수

총 진료 횟수

Rondônia

3.46

5,498,710

Sergipe

1.95

4,107,098

Acre

2.67

2,024,413

Bahia

2.38

33,668,111

Amazonas

2.26

8,101,909

2.82

55,968,527

Roraima

2.18

1,024,716

3.07

10,985,397

Pará

1.96

15,323,934

2.52

40,982,334

Amapá

1.80

1,255,264

São Paulo

3.37

141,378,567

Tocantins

2.75

3,895,812

Paraná

2.76

29,151,356

Maranhão

3.11

20,876,267

3.11

19,845,825

Piauí

1.88

5,948,625

2.87

30,907,088

Ceará

2.06

17,714,411

2.99

7,500,340

2.61

8,426,459

Mato Grosso

2.89

9,010,401

Paraíba

2.46

9,395,536

Goiás

2.73

16,819,062

Pernambuco

2.41

21,491,691

2.20

5,836,762

Alagoas

3.11

9,845,299

Rio Grande
do Norte

인구 당 진료
수 평균

2.77

Minas
Gerais
Espírito
Santo
Rio de
Janeiro

Santa
Catarina
Rio Grande
do Sul
Mato Grosso
do Sul

Distrito
Federal
진료 횟수
평균

536,983,914

출처: 브라질 보건복 지부 (Saude), http:// www. sau de.gov.br/

131) DATASUS, http:/ /tabnet.datasus.gov.br/cgi/idb2012/ matriz.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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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의 공공 건강보험(의료급여제) 적용 인구가 전체 25.9%이며 남서부
지역이 35.6%로 가장 높았고 남부 지역 전체가 30%로 북부 지역 (13.3%)
의 인구보다 남부지역의 인구가 2배 이상 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되어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132)
[표 21 ] 지역별 공공 건강보험 적용 인구(2012)
분류

공공 건강보험 적용 인구(%)

북부지역

13.3

북서부지역

13.2

남서부지역

35.6

남쪽부지역

30.0

중앙- 동부지역

24.6

전체

25.9

출처: 브라질 보건복지부(Saude), http:// www.saude.g ov.br/

2) 기대수명 및 주요 사망 원인
(1) 기대수명
○ 브라질의 기대수명은 2015년 기준 73.53세(전 세계 129위) 로 낮은 수준
이며, 남자 69.99세, 여자 77.25세로 여자가 다소 높음133)
- 한국(80.04세, 39 위), 페루(73.48세, 130위), 칠레(78.61세, 52위)

(2) 주요 사망원인
○ 2013년 기준 뇌 혈관질환 (뇌졸중)이 약 100,000명으로 가장 높은 사
망원인으로 조사되었으며 급성 심근경색, 폐렴 , 당뇨병 등의 순으로 주요
사망원인으로 조사되었음 134)

132) 브라질 보건복지부(Sau de), h ttp://www.saude.g ov. br/
133) CIA(2015)
134) 브라질 보건복지부(Sau de), h ttp://www.saude.g ov. br/

작성 2016.1.

2015 한국의료 브라질 진출 가이드(한국보건산업진흥원)

- 70 -

2015 한국의료 브라질 진출 가이드

[표 22] 주요 사망원인(2013)
질병

사망인구 수(명)

뇌 혈관 질환(뇌졸중)

약 100,000

급성 심근경색

약 85,900

폐렴

약 68,300

당뇨병

약 58,000

총기에 의한 살인사건

약 50,000

고혈압성 질환

약 46,800

기관지, 폐기종 및 천식

약 43,500

교통사고

약 41,700

심장마비

약 27,300

폐암

약 24,400

출처:
http://exame.abril.com.br/brasil/noticias/as-principais- causas-de- mortes-no- brasil-e-como-evita-las#11

○ 브라질의 2012년 통계 자료를 보면 순환계 질환에 의한 사망 수 (335,213
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종양 및 암(184,384명 ),
사고 및 외부원인(145,842명 ), 호흡기 질환(126,693명) 등의 순으로 조사
되었음 135)
○ 2012년 브라질의 사망자 수가 높은 지역을 보면 São Paulo 지역
(254,268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가졌고 Rio de Janeiro(118,510
명), Minas Gerais(111,648명) 지역 등의 순으로 사망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136)

135) 브라질 보건복지부(Sau de), h ttp://www.saude.g ov. br/
136) 브라질 보건복지부(Sau de), h ttp://www.saude.g ov.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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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및 암

순환계 질환

호흡기 질환

주산기기간 질환

사고 및

기타

합계

488

5,744

6,055

1,347

419

5,536

45,5 85

16,1 69

27,1 14

6,4 55

2,2 55

28,4 89

6,4 38

외부원인

1,51 5

1,211

3,413

17,1 65

2,8 71

21 4

4,135

9,471

22,6 92

626

2,807

20 5

2,083

4,056

54,2 45

1,245

209

1,13 4

7,420

5,295

17,2 32

488

7,36 3

499

55 1

2,414

11,607

10,6 53

1,397

48 2

2,033

1,04 9

3,093

3,756

67,4 85

18 8

3,70 6

2,08 0

1,283

39 1

7,771

2,622

12 1

30 5

9,17 8

4,890

50 7

3,572

15,035

21,1 30

111,6 48

648

8, 818
84 8

5,98 7

1,571

1,10 7

1,764

23,924

118,5 10

374

138
3,20 3

13,68 3

2,108

50 4

1 1,968

4,317

71 5

265
2,22 5

5,20 3

6,328

33 3

1 4,263

25,288

65,3 28

254,2 68

1,70 5

1, 376
7,12 5

7,67 6

1,622

2,35 9

3,804

52,282

34,4 83

92 4

627
2,87 1

17,29 4

1,013

2,13 4

1 3,765

13,115

76,4 58

38 0

1, 947
3,21 2

5,24 2

6,006

67 4

2 4,276

6,348

14,0 52

331

659

7,54 1

3,02 7

13,315

1,67 7

9,376

14,553

14,2 31

167

801

1,72 6

19,12 5

1,864

4,16 4

4,245

2,858

32,2 47

1,5 45

2, 597

1,44 1

33,81 0

14,552

1,03 2

7,167

2,931

11,1 24

12,2 63

810

9,52 5

6,46 1

34,649

57 7

2,224

6,172

1,092,1 35

321

453

18,93 3

37,01 9

7,479

96 1

2,815

2,219

2,438

3, 467

3,62 8

81,18 2

4,046

31 0

5,542

227,249

350

5, 269

19,70 4

20,14 7

10,039

39 9

1,940

2,527

682

47,27 6

10,62 1

1,526

78 5

14 5,842

68

6, 505

12,15 7

23,81 1

1,395

29 4

62 6

10, 409

7,24 2

4,42 1

4,053

23,57 9

120

2, 022

16,75 1

3,88 0

1,066

1,168

1, 404

2,20 0

9,18 1

126,693

38 0

3, 176

2,16 9

2,99 7

2,54 3

513

4,82 4

335,21 3

21 8

642

2,13 6

2,11 4

1, 690

184,38 4

88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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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75

847

기생충 질환

감염성 및

[표 23] 지역에 따른 질병별 사망인구 수(2012)
분류
Rondônia
Acre
Amazonas
Roraima
Pará
Amapá
Tocantins
Maranhão
Piauí
Ceará
Rio Grande do Norte
Paraíba
Pernambuco
Alagoas
Sergipe
Bahia
Minas Gerais
Espírito Santo
Rio de Janeiro
São Paulo
Paraná
Santa Catarina
Rio Grande do Sul
Mato Grosso do Sul
Mato Grosso
Goiás
Distrito Federal
총합
출처 : 브라질 보건복지부(Saude), http:// www.saude.g o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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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영아사망의 경우 5세 이하 영아 사망률 가운데 신생아 사망 (17%)
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선천적인 원인 (11%), 폐렴(9%), 질식사
(8%), 패혈증(8%) 등의 순으로 나타남137)
- 에이즈와 말라리아에 의한 영아 사망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138)

[그림 21] 영아 사망 원인(2015)
출처: 세계보건기구( WHO)(2015), COUNT DOWN TO 2015, MATERN AL, NEWBORN & CHILD
SUR VIVAL

○ 2013년 기준의 조사에 따르면 모성 주요 사망원인은 심한출혈로 인한 사
망률이 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혈압이 22% 이며 간접적 사망률이
19%로 조사되었음

137) 세계보건기구 ( WHO), COUNTDOWN TO 20 15, M ATERNAL, NEWBORN & CHILD SUR VIVAL
138) 세계보건기구 ( WHO), COUNTDOWN TO 20 15, M ATERNAL, NEWBORN & CHILD SUR 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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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 모성 사망 원인(2013)
출처: 세계보건기구(WHO), COUNTDOWN TO 2015, MATERNAL, NEWBORN
& CHILD SUR VIVAL

3) 의료비 지출 현황
○ 브라질은 GDP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도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성장율 7.2%를 나타내고 있음139)
- 1인당 의료비 지출 : 744.1 달러 (2009) → 1,053.8달러(2014)
[ 표 24] 연도별 의료비 지출 규모(2008-2013)
지표명
의료비(US Dollar bn)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144

192.9

226.9

214.0

216.8

212.9

8.1

744.1

988.4

1,152.1

1,077

1,082.3

1,053.8

7.2

GDP 대비 의료비(%)

8.6

8.7

8.7

8.9

9.1

9.1

1.0

공공 의료비(%)

44.4

47.0

47.4

47.5

48.2

48.4

1.7

민간 의료비(%)

55.6

53.0

52.6

52.5

51.8

51.6

-1.5

1 인당 의료비 (US Dollar)

자료: BMI espicom, Brazil Me dical Devices Report Q1 2014, 2014.1.7.

139) BMI espicom, Brazil Me dical Devices Report Q1 2014,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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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브라질 인구의 보건 분야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에 있으며 특히 중증 진료에 대한 지출액의 증가율이 더욱 크게 나타났음
- 1인당 보건 분야 지출: 12,395원 (41.98헤알)(2000) → 88,584원(300헤알)(2012)
[표 25 ] 연도별 인구 당 보건 분야 지출액
(단위: 헤 알, 1헤알= 295.28원)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반 보건 분야 지출액
41.98
55.46
64.46
82.40
120.83
131.78
153.01
183.82
200.11
219.63
243.30
270.59
300.00

기초 진료 지출액
17.17
20.17
23.53
25.70
33.97
38.22
44.99
52.14
62.73
66.51
75.87
88.81
104.99

중증 진료 지출액
24.81
35.29
40.93
56.70
86.86
93.55
108.02
131.68
137.38
153.12
167.44
181.78
195.01

출처: Ministério da Saúde: Fundo Nacional de Saúde – FNS
Ministé rio da Saú de: Su bsecretaria de Planejamento e Orçamento:
Coorden ação-Ge ral de Orç amento e Finanças
I BGE: base demog ráfica.

○ 2012년 브라질 전체지역 총 입원 환자 수는 11,092,589명으로 조사되었
고, 평균 입원비는 913.27 헤알 (약 27만 5천원)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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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지역별 평균 입원비 지출액(2012)
분류

입원 인구 수 (명)

평균 입원비(헤알)

Rondônia

94,517

541.50

Acre

51,027

645.33

Amazonas

164,109

758.34

Roraima

32,082

663.30

Pará

487,950

646.66

Amapá

38,382

604.40

Tocantins

105,564

819.74

Maranhão

393,539

661.10

Piauí

216,407

693.14

Ceará

446,055

955.48

Rio Grande do Norte

162,933

1,056.05

Paraíba

197,425

912.20

Pernambuco

526,687

1,029.05

Alagoas

165,934

895.66

Sergipe

91,605

908.25

Bahia

844,379

798.04

1,157,007

1,212.19

Espírito Santo

212,876

1,035.40

Rio de Janeiro

629,744

1,095.38

2,333,218

1,255.13

Paraná

765,036

1,244.12

Santa Catarina

404,281

1,256.43

Rio Grande do Sul

719,605

1,175.96

Mato Grosso do Sul

154,068

990.33

Mato Grosso

182,482

819.91

Goiás

330,383

1,017.15

Distrito Federal

185,294

968.08

11,092,589

913.27

Minas Gerais

São Paulo

총합 및 평균

출처: Ministéri o da Saúde/SE/Datasus - Siste ma de Informações Hospitalares do SUS (SIH/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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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 연도별 국내총생산 대비 건강분야 지출 비중( 단위: %)
지출항목

2000

Ⅰ .직접지출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0.87

0.75

0.54

0.52

0.46

0.53

0.61

1) 개인

0.21

0.19

0.20

0.21

0.20

0.27

0.27

2) 기타유동지출

0.62

0.54

0.31

0.28

0.24

0.24

0.30

3) 기타직접비용

0.04

0.02

0.03

0.03

0.02

0.02

0.04

Ⅱ .각 주에 전달

0.19

0.24

0.37

0.44

0.42

0.41

0.38

Ⅲ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0.59

0.63

0.66

0.68

0.72

0.72

0.84

Ⅳ .기타

0.05

0.06

0.05

0.04

0.03

0.02

0.03

총계

1.70

1.68

1.62

1.68

1.63

1.68

1.86

출처: IPEA/DISOC - estimativ as anuais a partir dos dados do SIAFI/SIDOR e das Contas Nacionai s do IBGE

4) 의료기관 현황
○ 브라질의 의료기관은 크게 주립 의료기관, 연방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시립 의료기관으로 분류 할 수 있음. 전체 의료기관 총 183,804개 중 민
간 의료기관(126,624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140)
[표 28 ] 의료시설 현황(2015)
분류

시설 수

주립의료 시설

2,212

연방의료 시설

237

민간의료 시설

126,624

시립의료 시설

54,731

합계

183,804

출처 : 브라질 보건복지부(Datasus), http:/ /cnes. datasus.g ov.br/

○ 서비스 종류에 따른 의료시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40) 브라질 보건복지부( Datasu s), http://cnes.datasus. gov.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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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 서비스 수준에 따른 의료시설 구분
서비스 종류에 따른 의료 시설 구분

의료 시설 수

고급(Alta HOSP/AMB)
일반 병원 진료 및 응급처치 서비스를 모두 수행하는 의료 시설로 고 난이도의 수술

2,071

이나 치료 등을 포함한 전반적 의료서비스가 가능.

중급(Media-M2 e M3)
중간 난이도의 의료서비스(M2, M3) 가 주 업무인 응급처치 중심의 의료시설

58,769

*NOAS( 보건업무관련규정 )는 의료 서비스의 난이도에 따라 M1, M2, M3 등으로 구분 .

고급(Alta AMB)
보건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고 난이도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9,158

중급(Media-M1)
중간 난이도(NOAS( 보건업무관련규정 )가 규정하고 있는 M1 카테고리에 속하는 의료업

52,277

무) 의 응급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시설 .

중급(Media-M2 e M3)
M2, M3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본 의료업무 및 중간 정도의 난이도에 속하는 의료 업

4,187

무를 수행하는 의료시설. 특정 질병 치료 전문 병원이 이 범주에 속함.

저급(Baixa-M1 e M2)
M1, M2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본 업무 및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난이도가 낮

692

은 소아과나 산부인과 치료 , 수술, 분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중급(Media-M3)
중급 난이도에 해당하는 각종 의료 서비스(M2, M3) 를 수행하며 응급 SADT(진단 및
치료 보조 서비스) 의 경우는 고난이도 기술을 요구하는 서비스도 수행 가능한 의료 시

1,112

설.

PAB-PABA

54,950

기본 처치만 가능한 응급 의료 시설.

기타

588
TOT AL

183,804

출처 : 브라질 보건 복지부 (Datasus), http:// cnes. datasu s.gov.br/

○ 최근 민간 의료기관은 규모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공 의료기관은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정부기금 Mais Saude programme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141)

141) BMI Brazil Device s Report Q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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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기준 총 병상 수는 452,488개로 2009년 461,328개에 비해 약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0 ] 의료시설 현황(201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CAGR(%)

공공

161,434

165,371

165,758

169,184

169,640

173,169

1.4

민간 (비영리)

136,021

140,600

141,874

141,271

140,062

137,920

0.3

민간 (영리)

163,873

157,185

150,528

145,198

142,358

141,399

-2,9

합계

461,328

463,156

458,160

455,653

452,060

452,488

-0.4

출처: BMI using data from the Mini stry of Health, N ational Register of Health Establishments

○ 2012년 기준 지역별 병상 수를 보면 São Paulo(95,408개 ) 지역이 가장
많은 병상 규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Rio de Janeiro(47,500개 ), Minas
Gerais(44,350개), Rio Grande do Sul(30,457개 ) 등의 순으로 많은 병상
수를 가지고 있음142)
[표 31 ] 지역별 병상 수(2012)
지역

병상 수

지역

Rondô nia

4,267

Acre

1,459

Bahia

29,978

Amazonas

5,991

Minas Gerais

44,350

837

Espírito Santo

7,645

Pará

15,520

Rio de Janeiro

47,500

Amapá

1,122

São Paulo

95,408

Tocantins

2,416

Paraná

28,384

Maranhão

13,918

Santa Catarina

15,479

Piauí

8,079

Rio Grande do Sul

30,457

Ceará

19,204

Mato Grosso do Sul

5,651

Rio Grande do Norte

7,454

Mato Grosso

6,770

Paraíba

9,280

Goiás

Pernambuco

20,844

Distrito Federal

Alagoas

6,195

Ro raima

Sergipe

병상 수

총합

3,895

17,585
6,603
456,291

출처: Ministério da S aúde/SAS

142) BMI using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Nation al Register of He alth E 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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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브라질 병원 순위(2012)
국내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세계 순위
21
59
255
349
446
633
669
727
797
852
1045
1089
1194
1204
1442

의료 기관명
INCA Instituto Nacional de Câncer
Hospital Israelita Albert Einstein
Instituto do Coração do Hospital das Clinicas
Hospital de Clinicas de Porto Alegre
Hospital de Câncer de Barretos Fundaçao Pio XII
Hospital do Câncer A C Camargo
Fleury Medicina e Saúde
Hospital de Clínicas da Universidade Federal do Paraná
Grupo Hospitalar Conceição/Hospital Conceição
Irmandade da Santa Casa de Misericórdia de São Paulo
Hospital Universitário da Universidade Federal do Maranhão
Hospital Pequeno Principe
Hospital Sirio Libanês
Hospital Universitario da Usp
Hospital das Clinicas da Universidade Federal de Minas Gerais

출처: http:/ /hospital s.webometrics.info/es/Latin_America_ es/ Brasil

[ 표 33] 주요 병원: INCA Instituto Nacional de Câncer
설립년도

1937

지역

Rio de Janeiro - RJ

병상 수

391

주요 진료과목

암 치료 및 예방 전문

인력

약 2,000명 이상

홈페이지

http://www2.inca.gov.br/

대표전화

(21) 3207 1000

주요 특징
- 제 2회 국제 암 총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브라질 최대 국립 암 병원
- 암에 대한 연구, 교육, 관리, 예방, 조기 발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및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골수 이식센터 포함 진료 분야를 일부 나누어 병원이 총 5개로 분할되어 있음
- Hospital do Câncer I (HC I) 11층 규모로 가장 크며, 환자들에 대한 일반 무료 외래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음 Hospital do Câncer II (HC II) 주로 입원환자를 다루고 있으며, 집충치료실, 수술센터, 화학요법센
터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음 Hospital do Câncer III (HC III) 부인과 암 전문병원 Hospital do
Câncer IV (HC IV) 명상 방, 사교모임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환자들을 위한 시
설 Centro de Transplante de Medula Óssea (CEMO) 골수 이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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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4] 주요 병원: Hospit al Israelita Albert Einstein
설립년도

1971

지역

São Paulo – SP, Rio de Janeiro - RJ

병상 수

489

주요 진료과목

심장학과, 신경학과, 종양학과 등

인력

전문의 약 500명

홈페이지

http://www.einstein.br/

대표전화

(11) 2151 1233

주요 특징
- 1999년에 세계최초로 JCI인증을 받은 병원
- 2007년에 비만대사수술센터가 문을 열었음
- 최근에 64슬라이스CT장비를 도입하였고 영상유도방사선치료(IGRT), 다빈치 로봇 수술 시스템, 원스탑
진료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음
- 매년 200건의 이식수술을 진행하며, 90%의 간 이식 성공률을 자랑하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간 이식수
술 병원임
- 국제환자들을 위해 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병원비 및 가격협상에 대한 통역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
여행 지원 및 숙박시설 서비스도 함께 지원

[ 표 35] 주요 병원: Instituto do Coração do Hospital das Clinicas
설립년도

1977

지역

São Paulo - SP

병상 수

535

주요 진료과목

심장 및 폐 질환

인력

총 인력 약 2,956명

홈페이지

http://www.incor.usp.br/

대표전화

(11) 2661 5000

주요 특징
- 상파울로 대학에서 교육 및 진료의 편의를 위해 분리한 병원 중 하나( 총 11개의 기관이 존재)
- 세계3대 심장 전문병원
- 집중치료실에는 157개의 병상이 있고, 14개의 수술실이 있음
- 연간 26만 건의 의료상담, 13,000건의 입원, 5,000건의 수술, 200만 건의 임상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박사학위를 받은 의사의 약 90%가 브라질 주요대학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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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주요 병원: Hospit al de Clinicas de Porto Alegre
설립년도

1970

지역

Porto Alegre - RS

병상 수

843

주요 진료과목

종합병원

인력

전문의 약 60명

홈페이지

http://www.hcpa.ufrgs.br/

대표전화

(51) 3359 8000

주요 특징
- 38개의 수술실, 응급실 병상 수 47개, 집중치료실 병상 수 87개 포함 총 병상 수 843개인 공공의료기관
- 장기이식 브라질 협회 (ABTO, Associação Brasileira de Transplante de Órgãos)장이 있는 병원으로 장
기이식술에 특화되어있음(협회장:Roberto C. Manfro)

[ 표 37] 주요 병원: Hospit al de Câncer de Barretos Fundaçao Pio XII
설립년도

1967

지역

Pereira, Barretos - SP

병상 수

-

주요 진료과목

종양학 및 암 분야

인력

-

홈페이지

http://www.hcancerbarretos.com.br/

대표전화

(17) 3324 2645

주요 특징
- 비영리를 추구하는 암 전문 공공 의료기관
- 암 전문 기관이지만 치과, 소아과, 심리학과 등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핵의학분야에서도 인정받고 있음
- 300명의 자원봉사자가 말기암환자들에게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는 기관(Associação Voluntária de Combate
ao Câncer , ACVCC)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육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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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8] 기타 주요병원
병원명

내용
- 1953년 4월 23일 설립된 암 치료 전문기관
Hospital do
Câncer A C
Camargo

- 40개 이상의 전문분야로 구분지어 세분화된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사·간호사 등 약 600명의 전문 의료진이 있음
- 각각 다른 위치에 총 3개의 기관이 있으며 1개의 국
제연구센터(연구전문기관) 를 두고 있음
- 지역: Liberdade, São Paulo - SP
- 설립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 1562년 설립된
것으로 추정
-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비영리를 추구하는 자

Irmandade da
Santa Casa de
Misericórdia de
São Paulo

선 민간병원
- 중앙 병원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병원 및 응급처치기
관으로 구성되어있음
- 장기기증자의 수가 3년간 전 세계 1위를 기록하였음
(2010년 기준 100만명 당 기증자 58명) 이에 따라
장기이식술이 활발
- 지역: São Paulo - SP
- 1961년 8월 5일 설립된 종합병원

Hospital de
Clínicas da
Universidade
Federal do
Paraná

- 전문의: 266명, 병상 수 510개. 1976년 남미에서 최
초로 골수이식술 성공
- 골수은행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운증후군 클리
닉이 유명
- 파라나주에 위치한 병원 중 최대의 공공의료기관
- 지역: Curitiba, Paraná
-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의료재단으로 총 12개의
일반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3곳의 정신건강센터와

Grupo
Hospitalar
Conceição/Hospi
tal Conceição

건강에 대한 기술교육 및 연구센터를 보유
- 브라질의 남쪽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며 총 1,410
개의 병상과 매년 567,000명의 환자를 책임지고 있음
- 의사· 간호사를 포함하여 총 의료인력 수는 9,491명이
며 매년 140만 건의 진료횟수를 기록하고 30만 9천
건의 외과 수술을 진행하고 있음
- 지역: Cristo Redentor, Porto Alegre -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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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인력 현황
○ 브라질에서 정식 전문의가 되려면 6년의 학부생활 및 인턴생활, 5년의 레
지던트생활, 2년의 석사과정, 3년의 박사과정을 모두 합하여 총 16년 동
안의 교육기간이 필요함143)
○ 2005년 의사협회(Cremesp)에서 의대졸업반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
지 알아보고 정책건의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의사협회시험(CRM,
Certificado Para Exercer a Medicina)을 따로 만든 바 있고 , 이 시험
을 치르는 것은 의무는 아니며, 원하는 학생만 응시할 수 있고, 향후 의
사로서 활동하는데 시험의 점수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으나, 2012년 의
료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이 시험을 필수로 지정했음144)
○ 의사협회(Cremesp)에서는 2015년 1월, 보통 브라질에서 의사가 되기 위
해 학비를 포함하여 학생 한 명이 내는 지출은 약 177만 3,060원 (6,000
헤알 )이라고 밝혔음. 비용이 과한 탓에 최근 브라질에서는 의료교육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145)
- 의과대학 졸업생 간 약 55%정도의 학생이 이후에도 정상적인 의사 양성
절차를 밟으며, 이 중 사립학교 졸업생의 낙제율은 65.1%, 공립학교 졸업
생의 낙제율은 33%라고 발표함

○ 브라질에는 2010년 기준 약 170개의 의과대학이 있고 연간 의과대학 졸업생
수가 12,982명으로 나타났으며 São Paulo, Rio de Janeiro, Minas Gerais
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146)

143)http: //www.brasil.g ov.br/e ducac ao/2 015/07/ mais-medic os-garante- 2-290-v agas-em-curso- de-medicina-no-interior-d
o- pais
144)http: //g1.globo. com/educ acao/noticia/ 2015/01/n o-brasil- para- ser- medic o-basta- pag ar- r-6-mil-por-me s-diz-cremes
p.html
145)http: //g1.globo. com/educ acao/noticia/ 2015/01/n o-brasil- para- ser- medic o-basta- pag ar- r-6-mil-por-me s-diz-cremes
p.html
146) Ministéri o da Saúde, http:// tabnet.datasus.gov .br/cgi/tabcgi.exe?idb201 2/e15.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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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 지역별 의과대학 졸업생 수(2010)
지역

졸업생 수( 명)

지역

졸업생 수(명)

Rondônia

123

Bahia

279

Acre

80

Minas Gerais

1,834

Amazonas

225

Espírito Santo

308

Pará

379

Rio de Janeiro

2,277

Tocantins

212

São Paulo

2,721

Maranhão

155

Paraná

617

Piauí

196

Santa Cat arina

443

Ceará

432

Rio Grande do Sul

877

Rio Grande do Norte

92

Mato Grosso do Sul

166

Paraíba

337

Mato Grosso

206

Pernambuco

370

Goiás

112

Alagoas

158

Distrito Federal

307

Sergipe

76

총계

12,982

출 처 Fonte: Ministér io da Saúde/SAS, Cadastro Nacional de Estabelec imentos de Saúde (CNES)

[ 표 40 ] 브라질의 주요 의과대학 순위(2014)
대학

순위

소재지

Universidade de São Paulo (USP)

1

São Paulo

Universidade Federal de São Paulo (UNIFESP)

2

São Paulo

Universidade Federal do Rio de Janeiro (UFRJ)

3

Rio de Janeiro

Universidade Estadual de Campinas (UNICAMP)

4

Campinas

Universidade Federal de Minas Gerais (UFMG)

5

Minas Gerais

Universidade Federal do Rio Grande do Sul (UFRGS)

6

Rio Grande do Sul

Universidade Estadual Paulista Júlio de Mesquita Filho (UNESP)

7

Me squita Filh o

Universidade de Brasília (UNB)

8

Brasília

Faculdade de Ciências Médicas da Santa Casa São Paulo (FCMSCSP)

9

São Paulo

Universidade Federal do Paraná (UFPR)

10

Paraná

출처: ASPEF AM, http://www.aspefam.org.pe/enam2 012_re sultados.html

○ 의료계 종사자 중 가장 많은 인력은 전문 간병인(625,862명)이며 의사는
355,006명이고 , 간호사는 287,119명으로 조사되었음 147)

147) Ministéri o da Saúde/SAS - Cadastro Nacional de Estabelecimentos de Saúde (C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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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종사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São Paulo(653,639명)지역이며,
Rio

de

Janeiro(327,767명),

Minas

Gerais,

Rio

Grande

do

Sul(244,374명), Paraná(194,899명 ) 지역 등의 순으로 나타남148)
[표 41] 지역별 의료계 종사자 수(2010)
분류
Rondônia
Acre
Amazonas
Roraima
Pará
Amapá

의사
1,609

치과
의사
1,413

간호사

영양사

수의사

2,205

779

837

약사
888

전문

보조

간병인
5,883

간호사
5,091

677

457

1,196

128

200

210

2,842

1,799

3,712

2,501

5,049

983

539

1,793

16,721

3,855

557

352

496

112

170

295

1,694

1,404

5,850

3,644

6,689

1,807

1,894

2,417

24,537

14,030

502

387

531

474

112

235

3,855

1,028

Tocantins

1,370

1,469

2,787

148

883

937

7,386

1,460

Maranhão

3,492

2,600

5,703

598

1,224

2,208

16,356

4,962

Piauí

2,911

2,004

3,018

720

953

598

6,765

5,334

Ceará

8,970

5,022

8,916

1,054

2,199

3,091

11,169

17,925

Ri o Gran de do Norte

3,893

2,747

2,392

1,003

707

2,263

6,365

4,047

Paraíba

4,479

3,209

5,169

924

963

2,259

9,550

6,502

12,042

6,262

7,273

1,660

3,681

2,674

25,538

10,971

3,645

2,166

5,907

756

628

905

3,984

2,446

Pernambuco
Alagoas
Sergipe

2,683

1,511

1,821

210

615

628

3,586

6,211

Bahia

15,734

9,006

15,401

3,140

3,430

4,793

36,234

25,640

Minas Gerais

35,667

28,832

38,947

7,407

11,495

16,848

65,124

40,054

Espírito Santo

6,795

4,511

4,584

1,255

1,307

3,703

10,819

1,905

Rio de Janeiro

56,327

27,839

33,831

9,218

10,982

10,308

109,360

69,902

102,985

76,975

76,286

20,365

28,241

40,874

97,827

210,086

Paraná

20,572

15,288

11,018

4,779

9,297

12,791

16,182

25,440

Santa Catarina

10,468

9,098

8,266

2,405

4,617

7,478

22,847

9,998

Rio Grande do Sul

25,296

14,506

19,201

5,688

11,299

11,042

67,698

40,169

Mato Grosso do Sul

3,583

3,277

3,649

861

3,776

2,296

7,529

10,277

Mato Grosso

3,462

3,465

4,088

835

2,879

2,619

10,167

4,518

Goiás

8,435

7,857

7,350

1,329

4,532

5,952

18,418

3,854

São Paulo

Distrito Federal
전체

9,290

5,868

5,346

2,323

2,386

2,736

17,426

4,514

355,006

242,266

287,119

70,955

109,846

142,841

625,862

533,422

출처: Ministé rio da Saú de/SAS - Cadastro Nacion al de Estabelecimentos de Saúde ( CNES)

○ 브라질의 가장 많은 전문의를 가진 진료과는 소아과(30,112명 )이며 그 다
음으로 산부인과, 일반외과, 임상의학과, 마취과 등의 순으로 전문의가 많
은 것으로 조사되었음149)
148) Ministéri o da Saúde/SAS - Cadastro Nacional de Estabelecimentos de Saúde (CNES)
149) Ministéri o da Saúde/SAS - Cadastro Nacional de Estabelecimentos de Saúde (C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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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진료 분야별 전문의 수(2013)
순위

진료과

인원 수

비율

1

소아과

30,112

11.23

2

산부인과

25,032

9.33

3

일반외과

22,276

8.31

4

임상의학과

21,890

8.16

5

마취과

18,236

6.80

6

산업보건과

12,756

4.76

7

심장학과

11,568

4.31

8

정형외과

10,504

3.92

9

안과학

9,862

3.68

10

방사선 및 진단영상학과

7,925

2.95

11

정신의학과

7,558

2.82

12

피부과

5,930

2.21

13

이비인후과

4,976

1.86

14

성형외과

4,818

1.80

15

집중치료과

4,275

1.59

출처:
h ttp:// ac ade miame dic a. com.br/ remuneracao- dos- me dic os-por- especialidade- e-o- me rc ado-medic o-n o-brasil/
CFM; Pe squisa Demog rafia Mé dica no Brasil, 2013.

○ 한편, 브라질에서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5년 36개 지역 의과
대학에 2,290명의 신입생을 더 모집함150)

(3) 의사급여 수준
○ 브라질의 일반 의사들은 월 1,033달러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급여가 낮은 수준임151)

150) http://c rogeriomachado.blog spot.kr/2015/10/ para- que-se r-medico-n o-brasil.html
151) http://ex ame.abril.com.br/c arreira/noticias/os-15-maiores- salarios-na-area- med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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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3] 중남미 주요 국가 의사 임금 비교(2011)
(단위: 달러)

의사임금
국가

연간

최저 임금수준

월간

전문의

일반의

전문의

일반의

연간

월간

콜롬비아

18,937

13,087

1,578

1,091

3,228

269

페루

39,551

20,310

3,296

1,692

2,592

216

베네수엘라

20,291

14,122

1,691

1,177

3,408

284

브라질

16,600

12,400

1,383

1,033

3,816

318

미국

197,800

167,400

16,483

13,950

13,920

1,160

출처 : Rambayeque 지역병원의 치료지원부 전문의 Perc y Diaz Moron 이 2 015년 8월 1 0일에 작 성한 보고서
http:/ /es. sli desh are.net/SistemaSaludable/ranking-si ste mas-de- salud

○ 2014년 기준으로 성형외과가 가장 높은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과, 정
형외과, 마취과, 피부과, 혈액학과 등의 순으로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152)
[표 44] 진료 분야별 월 평균 급여(2013)
(단 위: 헤알)

분야

급여

성형외과

18,564.06

외과

15,975.62

정형외과

14,353.50

마취학과

9,849.27

피부과

9,058.19

혈액학과

9,025.78

유방학과

8,999.42

종양학과

8,912.16

대장내시경학과

8,820.52

방사선학과

8,572.24

안과

8,035.75

이비인후과

7,975.02

산부인과

7,845.54

항문외과

7,845.54

출처: http:/ /exame.abril.c om. br/ carreira/noticias/os-15- maiores-salarios-na- are a-me dica

152) http://ex ame.abril.com.br/c arreira/noticias/os-15-maiores- salarios-na-area- med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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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정책
○ 브라질은 2013년 총 보건의료비 중 정부부문지출비중이 48%로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임. 이 수치는 국가 예산의 7% 수준밖에 되지 않아 세계
평균치(11.7%)에도 한참 못 미치는 매우 저조한 수준임153)
○ 또한, SUS(국민의료통합서비스 , Sistema Unico de Saude)운영에 필요
한 공공자금이 불충분하여 자금 출연이 어려워지자 민간 의료보험 시스템
제도 운영을 허가하였으며, 현재 SUS시스템은 연방 정부와 각 주·시 정
부의 최소의무납부 비율에 따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음154)
- 최소의무납부 비율 : 연방정부

47%, 주 정부 26%, 시 정부 27%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브라질은 2012년, SUS제도 개선, 주정부-브라질 국
영제약사-국내외제약기업 간 PDP 제도 개발, 국가 생산단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운영 방향 제시를 위한 정부 정책
PNS(국가보건계획, Plano Nacional de Saude)를 발표하였음 155)
○ 이 정책(국가보건계획 PNS, Plano Nacional de Saude)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병원 설립 및 증축에 300만 달러 투자
- 브라질 병원 운영업체 연합은 열악한 의료시설 개선 및 신규 의료시설 설립
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투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의료 시설과 관련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
- 특히 현재 진료 환경 및 의료기기가 낙후되어있는 SUS산하의 의료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며, 이미 이 중 약 1,000여개의 의료기관에 약 5조 9,102 원
(200억 헤알)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2. 유럽의 선진화 된 의료정책을 본 따 빈곤지역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양성 프로젝트 진행
- 브라질의 경우에는 의사들의 의료기술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의
153)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 https:// www. khidi.or.kr/
154)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 https:// www. khidi.or.kr/
155) 브라질 통계청(IBGE), http: //www.ibge.g ov. br/h ome/e statistic a/populacao/pns/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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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시설 수가 부족하고 설비가 낙후되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는 국민 수
가 적은 상황임
- 이에 따라 , 유럽 선진국의 의료보건정책을 표방하여 빈곤지역에 양질의 의
료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의대졸업자는 공중보건의로 2년간
의무 근무를 하게하며 , 이들에게 월 4,500달러 수준의 임금을 지불함

3.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 보험 보장 수준을 확대하고 제네릭 의약품
을 육성하고 의약품 생산 자국화 등의 국가 보건 계획 정책 시행. 2017년
까지 의약품에 170억 달러 지출 계획
-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점유율 : 12.4%(`07) → 27.3%(`13) → 35~45%(`20 예상)
가격(법 규정) : 오리지널 의약품 보다 최소 35%∼50% 이상 저렴함

4. 에이즈 치료제 등 항바이러스제의 가격인하 정책
○ ‘90년대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을 통해 새로운 PPP
모델을 도입하고, 브라질에 PDP정책 적용(’07)156)

※ PDP정책
- (개념) PDP(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브라질

전 산업에

적용하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와는 달리 제약 산업에 특화하
여 외국회사(기술이전 )와 브라질 기업이 서로 협력 생산하면 5년간 독점
입찰 기회 제공 및 정부입찰 참여기회 제공 (‘14.9 개정)
- ‘09년도부터 PDP 사업 시작 → 현재까지 총 104개 프로젝트 진행, 17개
브라질 국영기업 및 53 개 민간기업 참여
- (절차) (보건부) PDP 생산계획 제품 공시 → 민간파트너와 계약 체결 → (기업)
기술이전·합작투자 제공 → 9보건부) 생산된 제품의 독점 구입(5년)을 보장

2) 보건의료체계
○ 브라질의 의료보험 체계는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누어지며 국민의료서
비스인 SUS(국민의료통합서비스, Sistema Unico de Saude)는 1988년
브라질 헌법에 의해 제정됨
○ 2015년 현재까지 SUS가입자는 브라질 전 국민수인 약 2억 2백만 명에
156)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https:// www. 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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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고, 그 중 약 80%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은 개인보험 없이 공공보험에
만 의존하며 살고 있고, 상류층인 20%의 국민 정도만 별도의 개인보험에
도 가입하고 있음157)

[그림 23 ] 브라질의 보건의료체계
출처: http:// www. scielo.org.mx/scielo.php?sc ript=sci_arttext&pid=S0036-363 420110008 00008

○ SUS는 국가, 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모두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브라
질 전 국민이 SUS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SUS의 국립 및
시립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모두 무료임
○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 의료기관들은 시설이 열악하고 진료 과목도 다양하지
않으며, 환자 수 대비 의사가 적어 문제가 되고 있고,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민간병원으로 진료비가 비싸며, 국민소득수준
에 비해 보험료가 높아 전체 국민의 20∼30%만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
는 민영보험에 들고 있음158)
○ 민간의료보험은 공공 자금 출연 역부족 , 공중보건 분야 인프라 부족 , 국
민 소득증가에 따른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등 SUS만을 통해 브라질
국민 전체의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1988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함
- 개인이 직접 가입하거나 직장에서 근로자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지원
- 구성: 개인 가입자(22%), 단체가입자(78%)159)
157) http:// www. scielo.org. mx/scielo.php?sc ript=sci_arttext&pid=S0036-36 342011000 800008
158) http:// www. scielo.org. mx/scielo.php?sc ript=sci_arttext&pid=S0036-36 342011000 8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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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한 SUS에 가입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60)

3) 의료정보시스템
○ 브라질의 의료정보화 프로젝트(projeto de informatização, e-Saúde)는
2012년 11월부터 보건부와 DATASUS 관리하에 진행되기 시작함 161)
○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인프라 확충,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의료 정보들의
상호 운용성 제고 및 의료기관 지배구조 선진화를 프로젝트의 주목적으로 두
고 WHO와 협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함162)
○ 이에 따라, 최근 브라질의 병원들의 디지털 의료 환경과

IT 기반 의료시

설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163)
- 브라질의 민간병원협회(Anahp)의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병원들의 의료정
보시스템 개선 의지가 강하며, 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모바일 장비
및 안전장비 사용을 증대시키고자 함

○ 브라질에서는 디지털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로 미국보건의료정보관리
시스템협회(HIMSS) 에서 인증을 받고 있으며, 또한 병원에 EMR 시스템을
도입하는 브라질 대형병원들이 늘고 있음164)

159) http:// www. scielo.org. mx/scielo.php?sc ript=sci_arttext&pid=S0036-36 342011000 800008
160) http:// www. scielo.org. mx/scielo.php?sc ript=sci_arttext&pid=S0036-36 342011000 800008
161) PAHO,
http:// www.paho.org /bra/index .php?option= com_content&view=article&i d=317 3:projeto-saude -no- brasil-pelo-diretor-depa
rtamento-informatica- sistema-unic o-saude- datasus&Itemid=371
162) PAHO,
http:// www.paho.org /bra/index .php?option= com_content&view=article&i d=317 3:projeto-saude -no- brasil-pelo-diretor-depa
rtamento-informatica- sistema-unic o-saude- datasus&Itemid=371
163) Anahp, http://anahp.c om. br/produtos-an ahp/ observatorio/obse rvatorio-anahp-201 5
164) KOTR 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http:// www.kotra.or.kr/K BC/riodejaneiro/KTMIUI010M.html;j sessionid=H3Y4 1e07G8515CNe6 CXxbYBPKujP1tbp2 A1K R2zZg mo
rwc bhOfNdYTs92vauO1 rr.S1 60_WAS_servlet_ 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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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EMR 적용모델 단계
단계

적용 기준

0

시스템의 부재

1

랩, 판독실, 약제실 설치 완료

2

EMR

3

CDSS(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간호기록, PACS(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도입

4

CPOE(처방전달시스템), CDSS 를 통한 임상 프로토콜 지정

5

의약품 바코드와 약물 처방 시스템 구축

6

fu ll CDSS 와 full PACS, 모든 서류의 전산화

7

EMR, CCD 데이터 공유와 저장, 교류가 가능한 최고 수준의 단계

도입, CDR(임상평가척도)

출처 : KOT R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 2014년 9월까지 브라질에서 9개의 병원이 EMR 적용 모델의 등급을 획
득했으며, 그 중 7단계에 도달한 기관은 없고 6단계를 인정받은 기관은 2
개(Sírio-Libanês병원, 9 de Julho 병원 )임165)
※ 노비지줄류(9 de Julho) 병원166)
브라질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노비지줄류(9 de Julho) 병원은 최근 의료 IT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 이미 2015년 10 월 HIMSS로부터 EMR 적용 모델 6 단계를 인정받은 바
있음. 노비지줄류 병원은 2014년 3월 부터 다른 국제 의료기관과 정보기술 수준 비교를
위해 EMR 모델을 채택함
- 노비지줄류 병원은 새로운 처방시스템과 자동화 프로토콜 , 대상베드 주변기기 , 의료기
기 무선인터넷 통신 등에 투자했으며 , 모든 진료기록 , 내부감사 , 수익현황 등의 자료
가 디지털화됨
- 병원은 1000여 개의 컴퓨터와 98개의 서버, 370개의 소형 컴퓨터, 110개의 안드로이
드 기기를 갖추었으며, 병원의 IT시스템 사용자는 약 3500 명에 달함
- 노비지줄류의 기술 책임자 카를로스 야마시타 (Carlo s R. Yamashita)씨는 학회의 발표
전부터 6 단계 획득에 자신감을 보였으며 , 이미 7단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투자와 기술 향상에 착수했다고 언급함

○ 2014년 민간병원협회(Anahp)에서 브라질 17개의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전체 수익의 약 2%를 정보기술에 투자하는 것으로 밝혀졌으
며, 사용자 한 명당 연간 병원 정보기술이용 비용이 평균 1,115달러임 167)
165) http:// webambulancias.com.br/noticias/em-bu sca- do-hospital- digital/20
166) KOTR 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http:// www.kotra.or.kr/K BC/riodejaneiro/KTMIUI010M.html;j sessionid=H3Y4 1e07G8515CNe6 CXxbYBPKujP1tbp2 A1K R2zZg mo
rwcbhOfNdYTs92vauO1rr.S160_ WAS_servlet_kh
167) Anahp, http://anahp.c om. br/produtos-an ahp/ observatorio/obse rvatorio-anahp-2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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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자 수가 많은 대형병원임을 고려해도 이는 브라질 전체 시장 평균인
1만2,300달러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브라질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합관리시스템 및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프로그램은 Tasy와 MV2000 으로 조사됨168)
[표 46] 전자시스템 프로그램 별 시장점유율
(단위 : %)

분류
통합관리
시스템
전자
처방전
ERP
시스템
환자관리
시스템

Tasy

MV
2000

Totvs

SAP

Benner

Oracle

WPD

내부 자체
개발

기타

38

37

-

5

5

5

-

5

5

6

33

6

-

-

-

-

-

55

35

6

6

6

6

6

6

23

6

38

38

-

-

-

-

-

-

24

출처: Anahp, http://anahp.com.br/produtos-anahp/observatorio/observatorio-anahp-2015

○ 현재 브라질 의료 IT 시장규모는 약 1억 6,000만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성장률 전망이 12% 이상일 것으로 분석됨169)
○ 브라질 국가 전체 정보화 수준에 비하면, 의료 IT 분야는 최근 크게 발
전한 편이지만 아직 미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수준임
- 전문가들은 브라질 병원 정보기술 향상의 가장 큰 장애물로 투자 부족을 지적170)

168) KOTR 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http:// www.kotra.or.kr/K BC/riodejaneiro/KTMIUI010M.html;j sessionid=H3Y4 1e07G8515CNe6 CXxbYBPKujP1tbp2 A1K R2zZg mo
rwcbhOfNdYTs92vauO1rr.S160_ WAS_servlet_kh
169) KOTR 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http:// www.kotra.or.kr/K BC/riodejaneiro/KTMIUI010M.html;j sessionid=H3Y4 1e07G8515CNe6 CXxbYBPKujP1tbp2 A1K R2zZg mo
rwcbhOfNdYTs92vauO1rr.S160_ WAS_servlet_kh
170) KOTR A 리우데자네이루 무역관,
http:// www.kotra.or.kr/K BC/riodejaneiro/KTMIUI010M.html;j sessionid=H3Y4 1e07G8515CNe6 CXxbYBPKujP1tbp2 A1K R2zZg mo
rwcbhOfNdYTs92vauO1rr.S160_ WAS_servlet_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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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출환경
1) 외국 의료인 진료 및 허용범위
(1) 의사자격 취득
○ 브라질의 보건부 장관은 최근 브라질 정부가 2026년까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낙후지역에서 진료 활동을 할 외
국인 의사를 모집하는 정책(Mais Médicos)171)을 도입했다고 밝힘172)
- 2013 년 기준 브라질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83명으로 쿠바(6.72
명), 스페인(3.96명), 포르투갈(3.9명), 우루과이(3.74명), 아르헨티나(3.2명),
멕시코(1.96명) 등 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173)

○ 브라질 의사협회에 따르면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의
사가 총 약 18,000명인데, 그 중 쿠바인이 약 11,400명, 브라질인이 약
5,200명, 기타 국가 출신이 약 1,500명 정도인 것으로 밝혀짐174)
○ 2014년 브라질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쿠바의사들이 낮은 임금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어 최근 브라질과 쿠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함175)
- 임금 평균 4,200 USD, 쿠바출신 의사 임금 평균 1,245 USD176)

○ 이에 따라, 브라질은 별도의 시험 없이 자국의 전문의 자격증을 인정해
주고 외국인으로서 브라질에 머무는 동안 별도의 불이익이나 제약 사항
이 없도록 특별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결정함
○ 자격증 인정은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고, 3년이 지나고 다
시 일하고 싶다면 브라질의 일반적인 의사 자격시험을 치러야 함177)

171) 정책 초반에는 총 약 7,000 명의 의사를 모집할 것으로 계획 했으나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음. 의사와 정부의 초기 계 약은
3년이며 , 3년 연장계약을 할 수 있음 . 지정된 낙후지역의 기초의료기관에서 활동
172) 쿠바 일간지 diario de cuba, http:/ /www.diariode cuba. com/internacional/1442582 973_1699 8.html
173) 볼리비아 일간지 La razon,
http:// www.la- razon.c om/ mundo/Brasil-especiali zacion- medic os-extranje ros-trabajen_0_186 7613293.html
174) 쿠바 일간지 diario de cuba, http:/ /www.diariode cuba. com/internacional/1442582 973_1699 8.html
175) 쿠바 일간지 diario de cuba, http:/ /www.diariode cuba. com/internacional/1442582 973_1699 8.html
176) 쿠바 일간지 Marti,
http:// www.martinoticias.c om/content/can didato- presiden cial-ne ves- objeta-c ontratar-medicos-e xtranje ros-brasil/39350.h
tml
177) 스페인 의사협회, http://opem.fph omc .e s/ sites/default/files/informacion_ mais_medic o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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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7월 25일을 기점으로 40~45일 주기 마다 의사 면허 허가 절차를
시행함178)

※ 의사 면허 허가 절차
- 의학대학졸업장 , 전문의 면허증 , 범죄경력증명서를 번역하여 의사 출신국가의 브라
질 대사관에서 인증 받고 사본을 스캔하여 http://maismedicos.saude.gov.br에 올려
브라질 현지 보건복지부의 확인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사이트에서 각 지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 본인이 그 지역들 중 6 개를
선택하고, 의사의 정보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면 순서에 따라 배치
- 브라질에서의 거주지나 공공재 혜택은 모두 국가에서 제공
- 3주간 포르투갈어 수업을 받고 시험을 본 뒤 , 최소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계속
해서 수업을 들어야 함
- 아마존 지역 , 국경지역 및 토착지역 : 약 886만 5,300 원 (30,000헤알 ), 북동지역 ,
중부 및 서부지역 : 약 591만 200원 (20,000헤알 ), 기타 대도시 지역 : 약 295 만
5,100 원 (10,000헤알 )의 정착금을 받게 됨 . 처음에 이 금액의 70%를 받고 180 일
뒤에 나머지 30%를 받을 수 있음
- 동반 가족들에 대한 국가 서비스도 보장받을 수 있음

(2) 의료과오 책임
○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또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
어서 의학지식 혹은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의료과오
로 판단함179)
○ 넓은 의미의 의료과오는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 수 있는 의료행위상
의 모든 잘못을 포함하며, 의료과오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의료인에게는 민사·형사 및 행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 의료행위가 일어났을 당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180)
-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의료인이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제대로 대처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적절하게 하였는지, 환
178) 스페인 의사협회, http://opem.fph omc .e s/ sites/default/files/informacion_ mais_medic os.pdf
179)
http:// patriciacou ri.jusbrasil.c om. br/ artig os/1118278 24/re sponsabilidade-civil-medic a-obrig acao-de- meio- sem- excecoe s
180)
http:// patriciacou ri.jusbrasil.c om. br/ artig os/1118278 24/re sponsabilidade-civil-medic a-obrig acao-de- meio- sem- exceco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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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
는지 , 치료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기기나 도구를 사용하였는
지 등임181)
- 시설 내에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병원 및 환자 관리가 제대
로 되고 있는 지, 예방 및 감시활동이 활발한 지, 병원 내 감염이 발생했는지
등 병원 서비스의 질적인 분야도 충분히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82)
- 그러나 만약, 의료진 쪽에서 의료행위를 할 당시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었다거나
불가항력인 상황임을 입증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음183)

○ 의료과오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자는 민법
Art. 1107 do Código Processo Civil(Lei 5869/73), Art. 1113 do
Código Processo Civil(Lei 5869/73)의 조항을 이용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184)
○ 한편 , 최근 브라질에서는 예방 가능한 환자 사망과 의료과실이 증가하
고 있음 . 외과적 사망률은 대다수 병원에서 2.2%를 기록하고 있으며
질병률은 36~48%인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 같은 비율은 세
계 다른 지역의 평균에 비해 0.4~0.6% 높은 수준임185)
○ 최근 상파울루 마취학회가 2014년 제 11회 SP 마취학회(Congress on
Anesthesiology, 약칭 COPA)에서 의료 분야의 유해 사례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검증된 솔루션을 찾기 위해 브라질 환
자안전재단 (SAESP)을 창립함
- COPA 회의에서 논의된 정보는 도서 ‘환자 위험과 불안 : 사회적 논의를 진전
시키기 위한 고찰’(Patient Risk and Insecurity: Reflections for the
Society to Advance in this Debate)에도 발표됨186)

○ 환자안전재단은 민관 의료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징벌보다
181)
http:// patriciacou ri.jusbrasil.c om. br/ artig os/1118278 24/re sponsabilidade-civil-medic a-obrig acao-de- meio- sem- excecoe s
182)
http:// patriciacou ri.jusbrasil.c om. br/ artig os/1118278 24/re sponsabilidade-civil-medic a-obrig acao-de- meio- sem- excecoe s
183) http:// www.e gov.u fsc .br/portal/conteu do/responsabilidad-civil- del-m%C3 %A9dico
184) http:// www.e gov.u fsc .br/portal/conteu do/responsabilidad-civil- del-m%C3 %A9dico
185)
http:// www.busine sswire.c om/news/home/2015 10130058 00/en/Joe- Kiani- Deliver-K eynote- Address-Brazil%E2%80%99s-Inau
gural
186)
http:// www.busine sswire.c om/news/home/2015 10130058 00/en/Joe- Kiani- Deliver-K eynote- Address-Brazil%E2%80%99s-Inau
g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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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둠187)
○ SAESP(Sociedade de Anestesiologia do Estado de São Paulo)188)는
브라질 최초의 모바일 전화용 환자 안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 의
료진은 이 애플리케이션에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발생한 병원 내 유
해사례를 익명으로 올릴 수 있음189)

2)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절차
○ 브라질은 외국 의료기관 진출에 대한 별다른 진입 장벽이 없으며 , 의료기
관 또한 기관의 성질에 따라 일반법인 및 기업 설립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음190)
○ 브라질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종류의 회사형태로 진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함
○ 이 때, 진출 형태에 따라 비용 및 소요기간, 투자가의 권리·의무, 제 3자
에 대한 책임의 한계, 적용되는 세금 등이 크게 달라지므로 브라질 현지
의 법무법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음191)
- 주요 현지 법무법인: Tozzini Freire, Demarest&Almeida 등192)

○ 현지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에 설립자본금을 등록하면 되는
데, 설립자본금을 등록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193)
- 영주권 취득 과정 : 설립법인 등록(등기소 ) → 외국인투자 등록(중앙은행)
→ 영주비자신청(노동부)

○ 일반적으로 외국 투자기업은 유한책임회사 (LTDA)와 주식회사 (S.A.)의 형
태로 진출하며, 회사의 등록은 해당 주에서만 가능함. 또한, 모든 서류는
공증 및 브라질 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브
187) SAES P, h ttp://www.saesp.org. br/
188) 비영리 시민단체로 교육,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근무 여 건 개선 , 시민 사회의 인식과 참여 촉구를 통해 우수한 마취 기량과 환자
안전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189) SAES P, h ttp://www.saesp.org. br/
190) http:// www. viaje abrasil.c om/neg ocios/c omo-abrir-una-empre sa-en- brasil.ph p
191)
http:// www.brasilbcn.org/web/index.ph p/es/promoci on-comercial/ 27-secom/comercial/195-c onstitucion-de-empresas-en
-brasil
192) http:// www. probono. org.br/de marest-almeida-advogados-e-tozzini-freire-adv ogados- sao-nov os-amicu s-pro-bono
193)
http://ec onomia.ig.com.br/financ as/ seunegocio/201 5-07-08/ veja-qual-e- o-passo-a- passo-para-abrir-u ma-e mpresa-no- b
rasil.h 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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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현지 공인번역사의 번역을 받아야 함194)
[표 47]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설립 절차
단계
1
2

설립 절차

관련 서류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변호사위임장 준비
·현지 설립법인 대표 경영인 선정 및 법인 주소 선정
·현지 법인의 설립 정관 작성

법인등기부등본 및 변호사위임장
상업등기소 및 시청에 주소 조회

·변호사 위임장 및 회사 등기증을 변호사에게 전달
3

·위임장 공인번역 후 문서등기소에 등록

위임장 본사등기부등본, 개인납세등록서(CPF), 법

·외국개인투자가는 브라질 은행에 CPF, 외국법인

인납세등록서(CNPJ)

투자가는 중앙은행에 CNPJ 신청
4

·현지법인의 설립정관 최종 확정

현지법인의 설립정관문

5

·세무국에 해외투자가의 법인납세인 등록 신청

신청서, 회사증명서, 번역된 회사서류 , 위임장

·현지법인의

신청서, 설립정관3부, 경영책임자의 영주권, 개인

6

설립정관을

주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 에 등기 후 등기번호(NIRE)를 받음

납세등록서(CPF), 위임장
신청서, 주상업등기소에 등기된 현지 설립법인의

7

·세무국에 설립법인의 법인납세등록 (CNPJ) 신청

8

·은행구좌개설

9

·중앙은행에 전자등록(RDE) 신청

10

·현지법인의 송금등록

신청서, 환전계약서

11

·시, 주 및 연방기관에 등록

신청서, 법인납세등록증(CNPJ), 회사정관

12

·무역업신고(SISCOMEX/RADAR)

신청서(연방 세무국에 신청 )

13

·회계사 선정

14

·현지설립법인 피고용인들의 연방세무국 신고

15

·주재원파견의 경우 비자발급신청( 이민국)

16

정관, 지분권자 위임장
법인납세등록서(CNPJ)
신청서, 주상업등기소에 등기된 현지설립법인의 정
관, 지분권자 위임장, 주상업등기소의 증명서

·외국인 거주 등록증 RNE신청
·개인납세자등록증(CPF) 신청

출 처: http:/ /www.viajeabrasil.c om/negocios/c omo-abrir-una-empresa-en-brasil.php

○ 한편, 외국인이 브라질에서 회사 설립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별
다른 장벽은 없음. 그러나 브라질 연방 헌법 제 190조에서 외국인이 도시
가 아닌 지방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는 일부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을 명시했는데, 관련 법령은 법인법률 제 5709-71호(Lei 5.709/71)임 195)

194)
http://ec onomia.ig.com.br/financ as/ seunegocio/201 5-07-08/ veja-qual-e- o-passo-a- passo-para-abrir-u ma-e mpresa-no- b
rasil.h tml
195) http:// www. produccion.com.ar/ver_nota.ph p?edicion=Se p_Oct2011&numero=186&id=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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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5709-71호
제 3조. 외국인의 지방 부동산 취득한계는 50modulos 임
제 12 조 전문. 외국인의 지방 부동산 총 취득 한계는 해당 시 관할지역의 4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음 (지역에 따라 크기에 차이 있음 )
1 항 . 단, 동일국적자의 취득 합계가 12조 규정의 40%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3 항. 대통령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음

○ 외국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법인의 활동 목적과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기업의 투자프로젝트가 일치해야 함196)
○ 기관을 건축하는 데에 있어서 투자를 유치하는 주정부나 시정부의 경우 투자
규모에 따라 토지를 무상지원 또는 10~20년 이상 무상 장기임대를 하고, 임
대기간 만료 시 기업이 매입하도록 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함197)

3)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
○ 브라질은 연방제이기 때문에 회사를 청산할 때에도 연방, 주, 시정부를 차
례로 거쳐야하며 철수 방법에는 파산, 휴면, 지분양도, 합병 등이 있음198)
○ 그러나 브라질 파산법(Lei 11101-2005)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중 채
무가 비교적 양호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게 법
정관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199)
○ 해외 거주인이 브라질에 투자를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중앙은행
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액수까지는 면세 받을 수 있으며 그 이
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 15%의 원천소득세가 징수됨
○ 투자금의 회수는 투자를 매각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기업정리를 통해 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금의 해외송금은 중앙은행의 사전허가 없이 외환거
래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음200)
196)
197)
198)
199)
200)

http:// www. produccion.com.ar/ver_nota.ph p?edicion=Se p_Oct2011&numero=186&id=689
KOTR A Globalwindow, 브라 질 투자 정보 (201 5)
KOTR A Globalwindow, 브라 질 투자 정보 (201 5)
http:// www.jusbrasil.com.br/topic os/109485 77/artigo- 20-da-lei-n-11 101-de-09-de-feve reiro-de-20 05
KOTR A Globalwindow, 브라 질 투자 정보 (2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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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 외자등록증 , 자본이득의 산정표 , 대차대조표

○ 법인을 청산할 때 회사에 잔여 부채가 없다면 약 30~120일 정도 소요됨201)
※ 법인 청산의 세부 절차
1. 연방 국세청(Receita Federal) 방문 후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
2. 동 기관에서 법인국가등록(CNPJ) 폐지 신청
3. 법인소득세 납부증명서와 법인등록증을 작성하여 제출
4. 주 재무국에서 법인의 주 등록 폐지신청
5. 시청에서 시 등록 폐지신청
6. 국가사회보장국(INSS, Instituto Nacional do Seguro Social) 에서 복지금완납증명
서를

발급받고,

연방금고은행(CEF, Caixa

Eco nomica

Federal) 에서

퇴직기금

(FGTS) 완납증명서를 받아야 함
7. 모든 서류를 가지고 회사등록 폐지 신청
-법인이 민사등기소(Cartorio de Registro Civil de Pessoas Juridicas)에 등록되어
있는지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해당 기관에서
폐지. 이 때, 변호사가 작성한 회사정관해지서(Distrato Social)을 제출해야 함 .
8. 관련 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

4) 對 브라질 보건의료분야 진출사례
○ 브라질은 이제까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브라질 병원에 대한 해외 투
자를 금지했으나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2015년 1월 20일 통과되어 현재
는 브라질의 의료시장에 해외투자가 가능한 환경임202)
- 브라질의 보건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
- 의회는 기존의 국민의료통합서비스(SUS)가 공공보건을 위해 충분히 기능하
지 못한 실태를 민간 기업을 통해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현재 병원의 매매 비용은 병원 순수익의 8배에서 10배이나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게는 12 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됨203)
- 브라질 보건협회(CNS, Conselho Nacional de Saúde)에 따르면 의료분야 수
익은 브라질 국내 총생산의 10.2%를 차지하며 연간 3억3,300만 달러를 운
용함
201) KOTR A Globalwindow, 브라 질 투자 정보 (201 5)
202) KOTRA 글로벌 윈도우 <브라질, 병원에 해외투자 허용>
http:// www.globalwin dow.org/ gw/ov ermarket/ GWOMAL0 20M.html?&BBS_I D=10&MENU_CD=&UPPER_ MENU_CD=M1 0102&ME
NU_STEP= 3&ARTICLE_ID=5028 418&ARTI CLE_SE=20 302
203) KOTR A 글로벌 윈 도우 <브라 질 , 병원에 해외투자 허용>
http:// www.globalwin dow.org/ gw/ov ermarket/ GWOMAL0 20M.html?&BBS_I D=10&MENU_CD=&UPPER_ MENU_CD=M1 0102&ME
NU_STEP= 3&ARTICLE_ID=5028 418&ARTI CLE_SE=20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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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통과 후 해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인수 가능한 현지 병원을 찾고
있으며 약 2,600개의 영리 목적의 민간 의료병원이 인수 및 합병의 타깃
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브라질 민간병원협회(Anahp, Associação Nacional de Hospitais Privados)
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 투자에 의존하는 150개 병원이 인수 합병을 주도할 것
이며,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FGV) 보건센터 소속 Ana Maria Malik는 병원
이 신설되기보다는 수익성이 있는 기존 시설에 자본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브라질 민간병원협회는 현재 브라질에 약 4,000개의 민간의료기관이
다양한 민간 회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약 10개의 회사가 외국
인 투자를 받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의 사업을 이미 추진 중이라고 함204)
○ 201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6,200여 개의 민간 및 공공 병원이 존재하며
민간병원 중 영리시설은 2,600개, 비영리시설이 1,400개이며 공공병원은
2,100개로 파악됨 205)
- 브라질의 인구 중 510만 명이 공공 의료서비스가 무료임에도 그 품질을
낮다고 간주해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병원시설은 전반적으로 병상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그 이유는 브라질의
경제 규모에 비해 의료부문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의료시설 부
문이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어 크게 성장할 잠재력이 존재함

○ 법안이 통과된 이후 2015년 5월, 싱가포르 투자공사(GIC,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가 브라질에서 가장 큰 병원 운영회
사인 D'or São Luiz의 지분 15.2%를 10억 4,500만 USD(32억 헤알)에 인
수하였음 206)

204)
http:// www.diariobae.c om/n otas/ 79913- brasil-abrio-la-salud- a-inversores-extranjeros-y-fijara-nuev as-n ormas-de-calida
d.html
205) KOTR A 글로벌 윈 도우 <브라 질 , 병원에 해외투자 허용>
http:// www.globalwin dow.org/ gw/ov ermarket/ GWOMAL0 20M.html?&BBS_I D=10&MENU_CD=&UPPER_ MENU_CD=M1 0102&ME
NU_STEP= 3&ARTICLE_ID=5028 418&ARTI CLE_SE=20 302
206)
http:// www.diariobae.c om/n otas/ 79913- brasil-abrio-la-salud- a-inversores-extranjeros-y-fijara-nuev as-n ormas-de-calida
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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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 D'or São Luiz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브라질의 BTG Pactual 그룹
회장의 부패 및 비리로 체포로 인한 해당 그룹의 매각행위였음207)
○ 2015년 4월에는 미국의 Carlyle 그룹이 D'or São Luiz의 지분 8.3%를
6억 USD 에 인수하기도 함
- Carlyle그룹은 해당 지분으로 얻는 수익을 브라질에 위치한 기존 의료기관
들의 보수 및 새 병원 건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힘

○ 이에 따라 D'or São Luiz의 지분은 가족 및 친척이 약 60.4%, BTG
Pactual이 약 15% GIC가 약 15.2%, Carlyle 그룹이 8.3%를 갖게 됨
○ D'or São Luiz는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개인병원(총 29개, 4,500병상)과 30
개의 암 진단센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총 직원 수는 약 33,000명 정도임208)
[ 표 48] 브라질 상위 5개 주요 의료기관 현황(2015)
기업명

보유 병상수

순수익 (백만 달러)

4,500

1,376

Albert Einstein

652

597

Sírio Libanes

368

425

O swaldo Cruz

327

164

9 de Julho

299

114

D`Or São Luiz

출처: http:// www.viaje abrasil.c om/neg ocios/c omo-abrir-un a-empre sa-en- brasil.ph p

□ 브라질의 ‘Hospital do Subúrbio’
○ 브라질 최초의 민간-공공 파트너십(PPP) 의료기관으로 Bahia주의 Salvador
지역(인구 수 약 100만 명)에 위치209)
○ 2010년 5월 28일 298개 병상으로 개원한 이 병원은 대표적인 의료 서비스
낙후지역에 속하는 Salvador의 첫 대형 공공병원이었음
207) http://lexlatin.com/noticia/btg-pactu al- vende- su-partici pacion- en- rede-dor- sao-luiz/
208)
http:// www.diariobae.c om/n otas/ 79913- brasil-abrio-la-salud- a-inversores-extranjeros-y-fijara-nuev as-n ormas-de-calida
d.html
209)
http:// www.ifc.org/ wps/ wc m/c onnect/ b445 0500498 391bf85dcd7336b93d75f/ PPPStorie s_ Brazil_HospitalDoSuburbio. pdf?MOD
=AJP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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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개원으로 총 1,200개의 의료인 일자리가 창출됨
- 2013년까지 약 180만 건의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약 68만 건의 응급진료
가 이루어 짐

○ 브라질 상위 건강관리 민간회사에 속하는 ‘Promedica’와 시설 건설 및 관
리를 전문으로 하는 프랑스 회사인 ‘Dalkia’가 지방정부와 합작
- 해당 업체들은 2010년부터 10년 간 병원의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함
- 두 업체는 병원을 건립하는 첫 해에 총 2,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 이후 추
가로 900만 달러를 투자함210)

[그림 24] Hospital do Subúrbio
출처:http://www.ifc.org/wps/w cm/connect/b4450500498391bf85dcd7336b93d75f/PPPStories_Brazil_Hos pitalDoSuburbio.pdf?MOD
=AJPERES

5) 브라질 투자 사업 정보
○ 브라질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및 플랜트 등 큰 규모의 건설 부분 입찰은
일반적으로 부실공사, 부실 납품 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적정가 입찰
을 실시하나 보건의료분야는 상당 부분 큰 규모도 가격이 가장 우선시
되는 ‘Pregão’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함211)
- 일반적으로 ‘Concorrencia’는 국제 입찰 등 큰 금액의 입찰이 이에 해당되
고, ‘Tomada de Precos’는 입찰 전에 해당기관에 미리 등록(Cadastro)돼
210)
http:// www.ifc.org/ wps/ wc m/c onnect/ b445 0500498 391bf85dcd7336b93d75f/ PPPStorie s_ Brazil_HospitalDoSuburbio. pdf?MOD
=AJPERES
211) 브라질 해외시장 정보(KOT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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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하며 , ‘Convite’는 엔지니어링이나 공사서비스 입찰의 경우 3 만
8,600 USD 이하, 일반구매의 경우 2만 586 USD 미만의 경우로 볼 수
있음
- 3개 회사 이상이 참가해야 성립
[표 49 ] 규모와 방식에 따른 브라질 공공입찰 종류
(단위: 달러)

종류

입찰 액수(USD)
엔지니어링 공사 및
일반구매 및 서비스
서비스
38 만 6,001 이상
16만 7,267 이상
3만 8,600 이상
2 만 586이상

근거 법령

Co ncorrencia
Tomada de
Preco s
Convite
Concurso
Leilao
Pregão

38 만 6,001 미만
3만 8,600 미만

Lei N8,666

16만 7,267 미만
2만 586 미만

제한된 액수 없음
Lei N10,520

출처 : 브라질 해외시장 정보 (KOTRA)

○ 브라질 정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공공입찰방식은 ‘Pregão’으로 현장에서
경쟁사 간에 최저가격을 부를 수 있는 무한경쟁 방식임
○ 브라질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회사 및 개인은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적 자격: 모든 브라질의 입찰은 브라질 법인의 이름으로 참가를 해야 하
고 , 프로젝트식 입찰이라면 브라질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참가함
- 기술 자격: 보건의료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ANVISA(위생감시국)의
등록이 필요함
- 재정 능력 : 공식화 된 회사의 매출, 이익 , 자본금 , 전년도 이익 등이 일정
범위 이상 되어야하고 , 낙찰되었을 때 전체 사업 규모의 5~10% 에 해당하
는 입찰 이행금(P-Bond)등을 내야 함
- 납세의무 이행: 연방, 주, 시정 부에 체납된 세금이 없다는 납세필증(Certidao
Negativa)을 제출함

○ 이런 큰 프로젝트 입찰의 경우는 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고 몇
개 되지 않으므로 해당 관청의 사이트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포털
업체를 통해 얻을 수 있음212)
- 보건의료분야는 큰 행정단위뿐 아니라 , 구매력이 있는 인구 7만 명이상
212) 브라질 해외시장 정보(KOT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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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여 개 도시에 대해서도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

○ 브라질 조달청(Compras Governamentais)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입찰
정보를 공개 및 실시하고 있음213)
- 입찰 시 사용 언어 : 포르투갈어

[ 그림 25 ] 브라질 조달청(Compras Governament ais) 홈페이지

-

출처: http:// www.pps.g o.kr/gpass/jsp/ procure/nation al.g ps

○ 또한, 2009년 브라질 상파울루 주정부가 상파울루 주 투자 촉진과 지원
을 위해 투자청(Investe São Paulo)을 창설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자
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214)
- http://www.investe.sp.gov.br(브라질 상파울루 주 투자청)
- 외국인 투자자의 정부 관리 접촉 지원(one-stop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 투자 유치 관련, 정부와 민간 기관과의 공동 협력
- 투자자에 정보 제공을 통한 투자 적지 발굴 지원
- 상파울루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업무
- 국제기구, 정부, 지역 정부 등과의 협력 MOU 체결 업무
- 투자 사절단 접수 및 파견

213) 조달청 해외입찰정보센터 https://www.pps.go.kr/gpass/jsp/procure/national.gps
214) 브라질 상파울루주 투자청, http://www.investe.sp.g o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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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출전략
□ 진출 환경 종합
[표 50 ] 한국의 브라질 의료시장 진출에 대한 SWOT 분석
Strengths
!
!

!
!
!
!
!
!
!
!
!

Opport unities

1959 년 10 월 31 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
하였고 전통적으로 우호정책을 유지
첨단 의료 기술을 타 의료선진국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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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대기시간 관리
등 매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 보유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시스
템 수출 경험 보유
병원 내 높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 보유
의료산업과 융복합할 수 있는 ICT 분야의
글로벌 수준의 역량 보유

Weaknesses
!
!
!
!
!
!
!
!

!
!
!
!
!
!
!

!

!

Threats

높은 의료수준 대비 낮은 해외 인지도
국내 전문 의료인력의 장기 파견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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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작성 2016.1.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브라질을 방문하여 보
건의료협력 기반을 마련
한류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구축
인구 2 억명의 중남미 최대 시장 (세계 5위 )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공중보건정책계획(Mais Medicos)으로 외국의
사 및 새로운 의사들의 양성을 장려
외곽지역 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지역에 대형
병원을 건설하기 위한 정부 프로젝트 추진
공립병원 , 자선병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의료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존 병원에 대한 인수 합
병 시장을 촉진
- 과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브라질 병원
에 대한 해외 투자를 금지했으나 이를 허
용하는 법안이 2015년 1 월 20 일 통과
성형외과 분야 최대 시장

불안한 치안상황
심각한 빈부격차 및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위조의약품의 생산 및 거래
국가의 심각한 재정적자 및 긴축재정
정국 혼란(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해 야당
이 탄핵 절차 진행 등)
사회불안정 요소 존재 (매년 4 월 MST가 주도
하는 붉은 4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며 ,
고속도로 및 농장 등을 점거하는 등 과격시위
가 주기적으로 진행)
상대적으로 낮은 인터넷 보급률(49.4%)
중남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
낮은 인구 당 공공의료분야 지출비중 (총 188
개국 중 75위에 해당 )
브라질 자국 기업 중심의 내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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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의 인구는 약 2억명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의 연계로 수준 높은 의료기술 연구를 추진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을 발
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으로 낙후된 보건의료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의료양극화와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음
- 국민 대다수는 공공 의료기관의 낙후된 시설이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민간 의료기관
이용을 선호

○ 브라질 보건협회(CNS, Conselho Nacional de Saúde) 에 따르면 의료분야 수익은
브라질 국내 총생산의 10.2%를 차지하며 연간 3억3,300만 달러를 운용함
○ 최근 민간 의료기관은 규모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공공 의료기관은 정부기금
Mais Saude programme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215)
○ 브라질은 이제까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브라질 병원에 대한 해외 투자를 금지
했으나 브라질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2015년 1월 20일
통과되어 현재는 브라질의 의료시장에 해외투자가 가능해짐216)
- 현재 병원의 매매 비용은 병원 순수익의 8배에서 10배이나 주로 미국과 스페인의 투자가
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게는 12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 217)

○ 브라질 민간병원협회(Anahp, Associação Nacional de Hospitais Privados)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 투자에 의존하는 150개 병원이 인수 합병을 주도할 것이며, 제툴리우 바르가
스 재단(FGV) 보건센터 소속 Ana Maria Malik는 병원이 신설되기보다는 수익성이 있는
기존 시설에 자본이 투자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브라질 민간병원협회는 현재 브라질에 약 4,000개의 민간의료기관이 다양한 민간
회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약 10개의 회사가 외국인 투자를 받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의 사업을 이미 추진 중이라고 함218)
215) BMI Brazil Device s Report Q4 2015
216) KOTRA 글로벌 윈도우 <브라질, 병원에 해외투자 허용>
http:// www.globalwindow. org/gw/ov ermarket/ GWOMAL020M.html?&BBS_ID= 10&MENU_CD=&UPPER_MENU_CD=M10102&MENU_STEP= 3& ART
ICLE_ID=5028418& ARTICLE_SE=20302
217) KOTR A 글로벌 윈 도우 <브라 질 , 병원에 해외투자 허용>
http:// www.globalwindow. org/gw/ov ermarket/ GWOMAL020M.html?&BBS_ID= 10&MENU_CD=&UPPER_MENU_CD=M10102&MENU_STEP= 3& ART
ICLE_ID=5028418& ARTICLE_SE=20302
218) http:// www. diariobae.com/notas/79913- brasil-abrio-la- salud-a-inversore s-extranjeros- y-fijara-nue vas-normas- de-calid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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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의료기기 매출 규모는 1조 4,159억 5,200만원(48억 헤알)에 이르며, 이 중
약 62%가 연 매출 29억 4,990만원 (1,000만 헤알) 이하인 중소기업에서 발생함. 고
주파, 카테터 및 프로브, 활력징후 측정기 , 수술용 펌프, 심장 박동기 , 복강경 장비,
치과용 장비 등 중소의료기업 취급 제품이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219)
○ 브라질 정부가 공립병원, 자선병원 등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의료제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줌으로써, 의료기기 수입이 대폭 증가
했으며 수입산 의료기기 가격은 브라질 국산보다 훨씬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220)
○ 수술, 입원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무료인 공립병원과 국민의료통합서비스 (SUS,
Sistema Unico de Saude)의 전 국민 무상의료혜택 이용률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 수요 상승이 지속될
전망임 221)
○ 브라질은 전 세계(7위, 26.3조원, ‘13)의 제약 신흥국(Pharmerging Nation) 대표
국가이며 보건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신흥국 중심의 비중 확대가 예상됨
- 브라질 제약시장 규모 : 13 조원(`07) ⟶ 26조원(`13) ⟶ 60조원(`20), CAGA 14% 성장 ,
중남미 최대 제약 산업 시장(43%차지)

○ 전체 제약사(약 550社) 중 다국적 제약사가 시장의 70%를 점유하지만,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를 바탕으로 자국기업이 상위 매출을 달성함 222)
- 매출 상위 10위(‘14, Exame) : (자국사 4개) EMS, Hypermarcas, Ache, Eurofarma,
(외자사 6개) Sanofi, Norvatis, Takeda, Bayer, Pfizer, GSK
- 현지 상위 10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내수용 제네릭 의약품을 제조하며, 제네릭에 대한 국
내 수요의 대부분이 현지 기업에 의해 충족223)
- 현지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위한 기업이 103개 (‘15)에 달하며, 제네릭 의약품의 수입
비중은 10% 미만

○ 브라질은 별도의 시험 없이 자국의 전문의 자격증을 인정해주고 외국인으로서 브
라질에 머무는 동안 별도의 불이익이나 제약 사항이 없도록 특별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결정함
○ 자격증 인정은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에 완료해야 하고 , 3년이 지나고 다시 일하고
219)
220)
221)
222)
223)

BMI espicom, Brazil Me dical Devices Report, Q1.2015, 2014.1 1.
BMI espicom, Brazil Me dical Devices Report, Q1.2015, 2014.1 1.
BMI espicom, Brazil Me dical Devices Report, Q1.2015, 2014.1 1.
http:// www. biolabfarma.com.br/noticias_ detalhe.php?id=NTM1O A==
Exame Magazin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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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다면 브라질의 일반적인 의사 자격시험을 치러야 함224)

□ 진출 접근방식 : 기존 병원에 대한 인수합병을 통한 진출
○ 브라질은 페루나 칠레와 마찬가지로 영어권 국가가 아니며 포르투갈어를 사용하
고 있고, 다양한 이주민으로 구성된 국가로 , 진출 시 문화적, 언어적으로 높은 장
벽이 예상됨
○ 또한 칠레와 같은 국가와 달리 한국의 의사면허를 3년간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
어 의료인의 직접 진출 자체에 있어 면허의 문제는 없는 상황이므로 의료기관 차
원의 직접 진출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다만 3 년 후에도 계속 진료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의사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함

○ 국내의 병·의원 혹은 헬스케어 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위해서는 단독이나 직접적
인 참여는 여러 가지 판단근거에서 살펴볼 때, 실패의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음
- 브라질 현지에서 조차 PPP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업 혹은 브라질 현지의 대
기업 등 투자비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에서 진출하고 있는데, 국내의 기업 혹은 병·의
원 그룹에서 그러한 투자비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
-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통상적으로 기업 혹은 병원에서 先투자후 병원을 설립하고 , 병원
에서의 수익으로 그 투자비를 회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병원의 투자 회수율
이 일반 기업의 회수율 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보기에 힘듦

○ 또한 현재 브라질의 의료기관 약 18만개 중 민간의료기관이 12만개 이상으로 대다
수를 차지하고는 있으나 민간 의료기관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 브라질 정부도 의료기
관의 증가보다는 기존 병원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실제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 병원에 대한 해외 투자를 허용한 이후 싱가포르 등에서 기
존 병원에 대한 지분인수 및 합병이 활발하게 전개

○ 따라서 리스크가 높은 직접 진출보다는 단계적으로 기존 병원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 경영권 참여 , 혹은 기존 병원의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됨
- 코트라는 약 2,600개에 달하는 영리목적 민간병원이 인수합병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225)

224) 스페인 의사협회, http://opem.fph omc .e s/ sites/default/files/informacion_ mais_medic os.pdf
225) http:// www.h kn24.com/ne ws/article View.html?idxno=14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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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브라질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이와 같이 인수합병을 희망하는
기존 의료기관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 및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접근하는 것이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브라질은 자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북미 및 인근 중남미 국가로부터
환자를 유치하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의료관광국가로 의료서비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으며, 성형과 관련하여 북미지역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
으므로 성형 기술이 높은 우리나라의 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특히 몸매성형 부문에서 높은 인지도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는 북미지역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물리적 거리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상대적
으로 작은 북미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브랜드 홍보 및 네트워크 형성에 충분
히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브라질은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시스템 수준이나 인력 등의 원인으
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고, 서비스의 수준이 높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장 진
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환자경험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차별점을 가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의료시스템의 경우,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브라질 정부 역시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에 큰 관심을 보이고는 있어 원격의료가 가능한 형태의 의료
시스템 수출 전략이 필요함
○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고화질 장비가
부족하고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높은
수준보다는 기본적인 모니터링, 혹은 브라질이 추진하고 있는 EHR 전략에 맞추어
각 병원의 전자의무기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브라질은 10여 년 전부터 대학병원-동네병원-연구기관 간 원격협진 및 자문 시스템
을 구축 및 운영 중하고 있으나 여전히 농촌지역의 경우 이러한 인프라가 부족

○ 브라질은 1990년 시장개방을 선언한 이해 무역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해가고 있으
나 아직 여타 무역국가에 비해서 관세율이나 비 관세장벽은 아직 높은 편으로, 칠
레, 페루와 달리 우리나라와 FTA도 체결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됨
- 공적 투자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수입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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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브라질에 대한 수출방식보다는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
립하여 현지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단 공립병원, 자선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어, 초기단계에서는 이러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접근하고, 향후 민간 시
장 전체로 확대하는 단계에서 현지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브라질 정부는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하여 제네릭 의약품 사용 장려 캠페인 및 빠
른 제품등록 절차 지원 등을 통해 제네릭 시장 형성을 장려하고 있어 제네릭 기업
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환경은 우호적인 상황임
- 일반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0% 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브라질은 35%를 적용

○ 그러나 전체 시장의 70%를 다국적 제약사가 점유하고 있고,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
러를 바탕으로 자국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쟁강도가 높
은 지역이기 때문에, 현지 기업의 제네릭 의약품과 가격, 성능 등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브라질 현지 제약사와 합작회사 설립 및 공동개발 등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 브라질 정부는 제약 산업의 경우 브라질 현지기업과 협력생산 및 기술 이전 시 5년
간 독점 입찰 기회 및 정부 입찰 기회를 제공하는 PDP(Productive Development
Partnership)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분야를 내
부적으로 검토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

○ 브라질은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상파울루에서 상권은 이탈리아계, 독일계, 중동계,
유대계, 스페인계가 주로 장악하고 있고 외국인이 상대하는 주요 기업인들도 대부
분 이들로 봐도 무방하므로, 진출 시 파트너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중동계 바이어와 상담을 하면서 이스라엘 편을 든다거나 이탈리아계 바이어와 만나면서
이탈리아인들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곤란226)

○ 브라질은 이민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과거 식민지와 군정시대를 경험하면서 신뢰관
계와 인맥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으므로, 초기 관계형성이 매우 중요함
- 브라질인들은 인간관계와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형성된 거래관계
를 잘 바꾸려 하지 않는 특성이 있음
226) KOTR A 글로벌 윈 도우 ,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2013),
http:// www.globalwindow. org/quasar_jsp/inc/gw_downl oadpdf.html? fileName=/g w_files/N ationPDF/1 01048/101 048_138_ 500205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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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브라질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주 브라질 대한민국 총 영사관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55 11 32099042

+55 11 28931098

+55 11 31753030

+55 11 31411278

+55 61 33212500

상담 전화번호

Av. Brasil, 869, Nova Granada - SP, 15440-000, Brasil

Rua dos Parecis 107, Cambuci,01527-030 São Paulo-SP, Brasil

Av. Alameda Barros, 192, Santa Cecília, SP, Brasil

Alameda Santos 700, 8th F l. Ed. Trianon Corporate C. Cesar, Cep. 01418-100, Sao Pau lo, SP, Brasil

Av. Paulista 37, 9o andar Cj. 91 - Cerqueira César, CEP: 01311-902 São Paulo - SP, Brasil

Av. das Nações, Lote 14 Asa Norte, Brasilia-DF, Bras il

현지 주소

http://www.ibge.gov.br/home/

http://www.haninbrasil.or g/

http://brazil.korean -culture.org/w elcome.do

-

http://bra-saopaulo.mofa.go.kr/

http://bra-brasilia.mofa.go.kr/

홈페이지

※ 별첨: 주요 유관기관 리스트

주 브라질 한국 문화원

+55 17 32612451

기관명

주 브라질 한인회

http://portal.anvisa.gov.br/

http://portalsaude.saude.gov.br/

브라질 주요 유관기관

브라질 통계청(IBGE)

Esplanada dos Min istérios B loco GBrasília-DF

http://www.pns.icict.f iocruz.br/

+55 61 33152425

http://abimo.org.br /

http://www.abrafarma.com.br/

브라질 보건복지부 (SAUDE), 건강보험서비스 (SUS)

Av. das Nações Unidas, 18591 CEP 04795-901 São Paulo-SP

http://cnes.datasus.gov.br/

-

Av. Paulista, 1313, São Paulo - SP, 01311-200, Brasil

http://www.cremesp.org.br/

Trecho 5, Área Especial 57, Brasília (DF) - CEP: 71205-050

+55 11 45506201

-

-

+55 11 32850155

R. Fran cisco Otaviano, 60-8º andar,Campinas - SP, 13070-056

+55 8006429782

브라질 약국협회(ABRAFARMA)

-

브라질 국민건강조사원(PNS)

브라질 의료기기협회(ABIMO)

+55 19 32422289

브라질 국립보건감독원(ANVISA)

브라질 의사협회(CREMESP)

브라질 의료시설 국가등록시스템(CNES)

UNIVERSIDADE CIENCIAS MEDICAS DA SANTA CASA

UN IVERSIDADE DE BRASIL IA(UNB)

UNIVERSIDADE ESTADUAL PAULISTA JULIO(UNESP)

UNIVERSIDADE FEDE RAL DO RIO GRANDE DO SUL

UNIVERSIDADE FEDERAL DE MINAS GERAIS(UFMG)

UNIVERS IDADE ESTADUAL DE CAMP INAS(UNICAMP)

UN IVE RSIDADE FEDERAL DO RIO DE JANEIRO(UFRJ)

UNIVERSIDADE FEDERAL DE SÃO PAULO(UNIFESP)

UNIVERSIDADE DE SÃO PAULO(USP)

+55 11 26615000

+55 11 21511233

+55 21 32071000

+55 11 33677700

+55 61 31073300

+55 18 32295388

+55 51 33039000

+55 31 34095000

+55 19 35217000

+55 21 39389600

+55 11 50832120

+55 11 30913116

R. Ramiro Barcelos, 2350 - Santa Cecilia, Porto Alegre – RS, Brasil

Av. Dr. Enéas de Carvalho Aguiar, 44 - 05403-900 - São Paulo/SP

Avenida Alb ert Einsten, 627/701 - Morumbi, São Paulo – SP, Brasil

Praça Cruz Vermelha, 23 - Centro - 20230-130 - Rio de Jan eiro, Brasil

Rua Doutor Cesário Motta Júnior, 61 - Vila Buarque, São Pau lo, Brasil

Campus Universitário Darcy Ribeiro, Brasília - DF, 70910-900, Brasil

Centro Edu cacional, Pres. Prudente - SP, 19060-900, Brasil

Rua Sarmento Leite, 245 - Centro Histórico, Porto Alegre – RS, Brasil

Av. Pres. Antônio Carlos, 6627 - Pampu lha, Belo Horizonte – MG, Bras il

Cidade Universitária Zeferino Vaz - Barão Geraldo, Campinas -SP, Brasil

Av. Pedro Calmon, 550 - Cidade Univers itária, Rio d e Janeiro-RJ, Brasil

Rua Sena Madureira, n.º 1.500 - Vila Clementino - São Paulo-SP, Brasil

São Paulo,Butantã,São Pau lo - State of São Pau lo, Brasil

http://www.hcpa.ufrgs.br/

http://www.in cor.usp.br/sites/in cor 2013/

http://www.einstein.br/Paginas/home.aspx

http://www2.inca.gov.br

http://www.fcmsantacasasp.edu.br/

http://www.unb.br/

http://www.unesp.br/

http://www.ufrgs.br/ufrgs /inicial

https://www.ufmg.br/

http://www.unicamp.br/unicamp /

https://www.ufrj.br/

http://www.un ifesp.br/

http://www5.usp.br/

브라질 주요 상위 의과대학

Hospital Israelita Albert E instein

INCA Instituto Nacional de Câncer

+55 51 33598000

Hospital de Câncer de Barretos Fundaçao Pio XII

+55 41 55230082

+55 17 33242645

R. Pasteur, 26 - Batel, Curitiba - PR, 80250-080, Brasil

Av. José Bampa, 1063 - Jardim Soares, Barretos – SP, Brasil

http://www.hc.ufpr.br/

http://www.hcancerbarretos.com.br /

브라질 주요 병원

Hospital de Clin icas de Porto Alegre

Instituto do Coração do Hospital das Clin icas

Hospital de Clínicas da Universidade Federal do Paran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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