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준의 병원 경영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국공립 의료기관 국외 연수 결과보고서
Ⅰ

연수개요

□ 연수내용
◦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사회 의료비 부담 감소 및 국민건강권 증진을위
한 선진 의료시스템 연수
◦ 국민생산성 증대 목적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 중인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선진의료체계 및 교육시스템 연수
◦ 약국의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으로서의 다양한 수행 역할 연수
◦ 유럽 국공립 의료기관의 병원 경영, 병원질(QC) 시스템 연수
□ 기간/국가
◦ 연수기간 : 2019. 4. 24. (수) ~ 5. 1. (수) 6박 8일
◦ 연수국가 : 독일(프랑크푸르트, 뉘른베르크, 뮌헨), 이탈리아(밀라노, 피렌체, 로마)
□ 연수인원 : 11명(도 2명, 시·군 9명)
소

속

성 명

성별

비 고

계

직 급
11명

하남시보건소
경기도 보건정책과

행정5급(보건정책과장)
약무6급

석성례
원주혜

여
여

연수단장

경기도 보건정책과

보건7급

이송미

여

연천군보건소
동두천시보건소

간호5급(보건사업과장)
보건5급(보건소장)

이인숙
이승찬

여
남

안양시만안구보건소
파주시문산보건지소

의기6급(의약관리팀장)
보건6급(보건관리팀장)

김수정
정영숙

여
여

화성시보건소

의기6급

손경자

여

가평군보건소
광주시보건소

의기8급
의기7급

김경섭
김형우

남
남

포천시보건소

간호8급

이재연

여

Ⅱ

연수 세부일정

일자

출발

도착

업무내용
(시간별 업무내용, 방문기관 등)

12:45 16:55 ◦ 인천 출발 / 프랑크푸르트 이동 (11h30m)
4.24
(수)

4.25
(목)

비고
OZ541

◦ 독일 드럭스토어 현장견학
- 화학·제약공업이 발달한 독일의 의약외품·화장품 및
18:00 19:00
“질병예방”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식품 판매업
소인 드럭스토어 방문으로 의료비 부담 저감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독일 사회 시스템 연수
◦ Kita Frankfurt(프랑크푸르트) 기관 방문
- 독일의 의료 복지 시설, 아동 의료 시설 견학 및 원장
면담
- 의료뿐만 아니라 철학, 기초과학, 문학 등 각종 분야
10:00 12:00
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는 독일의 인재양성 시스템 연
수로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철학 전환 필요성 및 고
령사회 의료비 절감을 위한 유아기 보건 교육 시스템
연수
◦ Kliniken Frankfurt(프랑크푸르트 공립병원) 기관 방문
- 독일 의료기관 시설 방문(병원경영시스템, 교류협력
현황)
13:00 15:00
- 전국민 법정보험으로 고가신약의 보험반영이 빠르고,
대기업 위주 철저하게 경쟁이 되는 의료기기 산업 및
독일 바이오헬스 지원방안 연수
08:00 10:00 ◦ 뉘렌베르그 경유하여 뮌헨 이동

4.26
(금)

전용버스

◦ 독일 약국 현장견학
- 정부에서 약국 수를 규제하고,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위치한 독일 약국 현장견학
10:00 11:00 - 일반의약품 복약지도에 충실하고 지역 내 일차의료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질좋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독일 약국 견학으로 우리나라 약국의 활로
모색
◦ 독일 연수회의 운영
14:00 16:00 - 기관방문·현장견학 느낀점 공유
- 연수 운영방안 논의

4.27
(토)
4.28
(일)

10:00 17:00 ◦ 볼차노 경유하여 밀라노 이동

전용버스

10:00 17:00 ◦ 피렌체 경유하여 로마 이동

전용버스

19:00 20:00 ◦ 독일 방문기관 자료 정리 및 이탈리아 방문 계획 정리

일자

출발

도착

업무내용
(시간별 업무내용, 방문기관 등)

08:00 11:00 ◦ 쏘렌토로 이동
4.29
(월)

4.30
(화)

전용버스

◦ Farmacia Alfani Sas Sorrento 기관방문
- 이탈리아 약료 시스템 및 소규모 기업이 운영하는 독
11:00 12:00
일 유명약국 화장품 브랜드 연수로 우리나라 약국 판
로 모색
◦ Policlinico Casilino(로마) 종합 병원 기관방문
-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국민 일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이탈리아 병원 방문
10:00 12:00
- 의료분야에서 4차혁명 활용으로 국가에서 환자정보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원격진료 및 원격의료에 활용하
려는 이탈리아 현황 연수 및 국내 도입방안 모색
15:00 19:40 ◦ 로마 출발 / 인천 이동 (11h 15m)

5.1
(수)

Ⅲ

비고

OZ562

13:55 ◦ 인천 공항 도착

연수국가 개요

□ 독일현황
∙ 수 도 : 베를린(Rome, 350만명)
∙ 인 구 : 8,234만명
∙ 기 후 : 서유럽의 해양성 기후와 동유럽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형
∙ 면 적 : 357,022㎢(한반도의 약1.4배)
∙ 언 어 : 독일어
∙ 종 교 : 개신교(30.8%), 카톨릭(31.5%),
이슬람교(4%)

□ 독일특징
◦ 역사적으로 수많은 영주국가로 구성, 지방분권 전통 유지 및 지방 고유문화 유지
◦ 독일연방공화국은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로 구성
◦ 통일 후 정부 재정부담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애로 사항 현재 극복
◦ 시가지 중심에 노인인구가 거주하며 고령사회임

□ 이탈리아 현황
∙
∙
∙
∙
∙
∙

수 도 : 로마(Rome, 280만명)
인 구 : 5,747만명
기 후 :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면 적 : 301,323㎢(한반도의 약1.4배)
언 어 : 이태리어
종 교 : 로마 카톨릭(76.3%), 이슬람교(6.3%),
개신교(2.9%), 기타(14.5%)

□ 이탈리아 특징
◦ 반도국가. 사계절 뚜렷. 지역별 생산 농산물 다름(북부는 쌀·보리, 남부는 과
실·올리브유)
◦ 20세기초 중앙집권체제 확립하였으나, 각 지방별 지방색 강함
◦ 출산율 유럽 상위(5위)이나, 노인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로 진입 중
◦ 표현의 자유와 검열 금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송국
과 정기간행물이 있음

Ⅳ

기관방문 연수내용

1

Kita Frankfurt(Kinderzentrium Pestalozziplatz)

방문일시

2019. 4. 25.(목), 10:00~12:00

면 담 자

Herr Kostaras(소장)

방문목적

아동보육기관을 통한 독일 아동의료 및 아동보건 정책 연수

기관주소

Kita Frankfurt Die städtischen Kinderzentren Zeil 5 60313 Frankfurt

□ 주요브리핑
◦ 독일은 유아의 교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자기
관리를 통한 보건․ 의료비 지출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예방
사업으로 접근

◦ 연방주중의 하나인 프랑크푸르트에 144개의 Kita Frankfurt 아동 보육 기관이
있으며, 직원은 2,900명으로 13,000명의 유아부터 초등까지의 아이들 케어
◦ 본 Kita Frankfurt는 프랑크푸르트 연방으로부터 교육 컨설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소장 1명, 선생님 20명, 어린이 105명으로 구성
◦ 점심식사 제공 외에 방과 후 과제 수행 공간과 전문 교육 수행. 아동은 일
상생활과 교육 계획 시 참여.
아동의 성장과 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자연과학부, 보건, 미디어, 철학,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활동을 외국인·난
민 등 통합수업으로 진행, 사회적 통합을 선경험
□ 주요 질의답변
Q1) 기관에서 추진하는 보건의료 관련 활동은?
A1) 보건의료 “선처방”(예방)의 중요한 예로 음식 만들기를 통하여 칼로리, 영
양, 비만 등 건강한 식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서 스스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 확립 및 박람회, 전시회, 역할극 등을 통해 자연스
럽게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음. 이는 향후 독일 국민 전체 의료비 지출
감소를 위한 것임
Q2) 아이들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나?
A2) 예방접종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며, 아이들 심·신의 건강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데이터 교환 및 보육기관 담당 의사와 연3회 주기적인 진료 시
부모님 동의를 통한 컨설팅 및 처방 진행
Q3)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이들에게 보건교육으로 손 씻기나 구강교육 등을
시키는데 이곳에서도 따로 시키는지?
A3) 손 씻기나 구강교육은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도록 함. 별도로 시키지는 않음.
Q4) 독일교육 이념을 간단히 설명하면?
A4) “나”라는 주체 인식 능력을 갖는 것.
어른은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고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자임.
모든 아이는 가족 안에서 성장하고 가족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아이가 먼저 자신의 몸으로 저항능력 등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
Q5) 귀 기관에서 아동 교육에서 중요시 여기는 사항은?
A5)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아이들이 결정함. 기관은 ‘동행’ 역할.
또한 아이는 무조건 놀아야 심신이 건강함
기관과 부모와의 네트워크 중시
결국 교육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체험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는 능력이 다면적 사고를 가능케 해 창의성을 갖게 함
1~5세에 위와 같은 중요한 지적태도를 갖추게 함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보건교육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려면 현재 보건소에서 별도로 운
영하는 보건교육 대상을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
◦ 고령사회 의료비 절감을 위해 노인 건강검진 등 노인건강 대책 외 유아기
질병 예방교육 강화 필요
□ 사진자료

2

Kliniken Frankfurt-Main-Taunus : 프랑크프루트 공립병원

방문일시

2019. 4. 25.(목), 13:00~15:00

면 담 자

Dr. Michael Booke(통증관리 수석 의사)

방문목적

독일 의료시스템 및 국·공립병원 의료서비스 현황 연수

기관주소

Main-Taunus-Kreis-Der Kreisausschuss Am Kreishaus 1 - 5 65719 Hofheim

□ 주요브리핑
◦ 독일 의료서비스 현황
- 독일의료보험제도는 1883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최초 설계 됨
- 산업혁명이 계기가 되어 노동자 빈민구제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시작,
현재는 외국인, 유학생까지 대상 확대·실시 중
- 응급 시 10분 이내 의사 볼 수 있도록 하며, 6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서비스 혜택이 감소하는 영국과 달리 “건강은 국가의 책임”, “국가로
부터 건강에 대한 비용이 지출” 되도록 정책 추진
- 월수입 6,000유로이하 시 의무가입, 그 이상 소득자는 법정보험과
민간보험 중 선택을 할 수가 있음
- 최근 의료기술 발달에 의한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험부담 증대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 진행 중
◦ 의료경영 정책
- 프랑크푸르트 시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을 통합 운영 중
- 연방정부는 연 20,000명만 지원하며 초과인원에 대해 투입 자재 부분만
30% 지원되므로 불가피하게 민간보험 부담 환자를 사립병원에서 수용
□ 주요 질의답변
Q1) 귀 의료기관의 의료 분야 글로벌 협력사업인 의료관광 현황은?
A2) 100% 내국인 환자 수용이 우선이지만, 공항과 가깝고 독일 의료기술
이 우수해 아랍, 러시아 등 외국인환자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중임.
최근에는 홍콩도 시장 설계하여 영역을 넓힐 계획. 이로 인하여 매출, 기
본시스템, 인적 인프라 확보를 하고 있음. 진료비는 외국인은 현금결재를
하며, 환자 동반인원을 고려하여 호텔과도 협력하고 있음. 홍콩은 공식루
트가 아닌 개인 경로로 접근했음
Q2) 외국인 진료 시 감염병 대책은?
A2) 외국인의 경우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우선 3일간 격리 입원 후
감염병 검사 실시. 특이사항 없음이 확인 되었을 경우 진료 진행
Q3)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A3) 독일에는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없고 의료기관 자체 심의위원회인

감사기관에서 각종 자정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능력을
넘는 상황이 생기면 행정기관이 개입 또한 독일의 보건위생청은 모든 사
망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사망 원인 파악 및 법정보험 부당 지
급 등을 관리하고 있음
Q4) 비싼 신약의 보험약가도 가능한가?
A4) 가능. 약효가 다르거나, 새로운 치료방법인지 여부를 보험사, 건강청, 의사
협회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서 통과 시 보험 지원을 받음. 미국 FDA보
다 승인 과정이 빠름.
Q5) 의료장비 구입은?
A5) 지역병원 간 협의체 구성, 회사를 선정, 제품에 대한 상세한 의사들 요구
가 반영토록 광범위한 계약상태를 유지함. 회사 선정 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보다 철저한 평가 위주
Q6) 법정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는?
A6) 민간보험 시 진료과장으로 의사 선택 및 시설·음식이 좋아짐. 검사항목은
동일함
Q7) 바이오헬스산업의 국가지원은?
A7)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소에서 기업, 병원과 연계하는 클러스터가 지
역별로 운영 중. 각 지역별로 연구 분야 중첩되지 않도록 함. 스타트업 기
업의 경쟁력 우수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클리닉 프랑크푸르트 병원이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국립병원과 사립병원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국립병원의 단점인 관료주의 등 문제점 등
을 사립병원 시스템에서 보완하며 상호간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운영하는 점
은 긍정적으로 사료됨.
◦ 독일의 의료기관 행정처분 사항에서 자기자정 능력을 중요시하는 정책에서
살펴 볼만한 점은 지나친 관료화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저해하고 마
비기능을 가져온다는 견해에 대하여 주목.
◦ 주치의 제도 도입
- 수급권자와 주치의와의 단골관계를 형성하여 무분별한 의료쇼핑 억제와 단
순질병의 종합병원 이용 제한 기대

◦ 예방을 통한 질병 발생 억제를 위해 건강프로그램 운영
-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건
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필요
◦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독일도 많은 연구비용을 지원 중이며, 기업체
가 연구소와 병원과 연계가 잘 되도록 지원하는 점이 바람직함. 또한, 연구
사업을 장기간 프로젝트로 지원하는 것도 매우 우수한 점임
□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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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RMACY ALFANI Sas Sorrento

방문일시

2019. 4. 29.(월) 11:00~12:00

면 담 자

Rosario Di Nota (대표자)

방문목적

이탈리아 의약무 시스템, 약사 제도 현황 등

기관주소

Corso Italia, 80067 Sorrento NA, Italia

□ 주요브리핑
◦ 이탈리아의 약료체계
- 이탈리아 국립의료체계는 공공약국과 민간약국 모두를 허용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이탈리아에는 약 1만6800개의 약국이 있으며, 약 8%가 공
공약국
- 민간 약국은 SSN(국민건강보험, Servizio Sanitario Nazionale)과 계약한
개별약사들이 소유·운영하며, 공공약국은 시에서 직접 약사들을 고용 운영

- 이탈리아 의약품은 크게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며 온라인 판
매는 금지됨
◦ 약국 취급품목
- 의약품뿐 아니라 밴드, 피임용품, 개인위생용품, 화장품 등도 판매하고 있
으며, 특히 이탈리아 약국 화장품은 피부진정 효과 등으로 선호됨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개설된 곳이 많고, 지역별로 다양하게 분산
◦ 처방약 관련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의약품 및 화장품, 약국 내 건강
서비스에 집중되어 이탈리아 약국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도 일반 시민들이
기대하는 약국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
단됨
◦ 지역약국 약사는 지역주민의 1차 건강지킴이로서 처방 조제 외에 다양한 건
강증진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일차 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약국 약사를 건강증진
에 기여하는 주요 지역보건의료인으로 인식하여야 함
◦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에 기반하는 흡연, 비만, 고혈압 예방의 건강증진 역
할 수행, 보건교육·약력관리·복약지도의 의약품안전관리사업 수행 등 지자체
의 정책방향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약국 기반의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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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linico Casilino : 로마 공립병원

방문일시

2019. 4. 30.(화) 10:00~12:00

면 담 자

Dr. Sinome Santoni (일반외과 의사)

방문목적

이탈리아 의료시스템 및 국·공립병원 의료서비스 현황 연수

기관주소

Via Casilina, 1049, 00169 Roma RM, Italia

□ 주요브리핑
◦ 이탈리아의 의료체계
- 1978년 현재의 국립 의료체계 SSN(Servizio Sanitario Nazionale)를 설립,
국민 모두 경제 사정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 SSN은 무료 혹은 이용자 부담금 (co-payment)방식
- 중앙정부가 인구 비율에 따라 각 지역에 재정 배분하며, 지역별 추가 발생
의료비는 각 지방의 예산으로 해결, 의료비 지출 감소 유인책임
◦ 병원 간병 체계
- 가족들이 병원에 상주할 수 없고 면회시간에만 만날 수 있음
-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인력이 한 팀
◦ 이탈리아의 보건의료산업 경향
- 정부의 유전자, 빅데이터, 인구고령화, 식품 분야의 국제 허브 실현을 목표
로 하는 Human Technopole Project 진행 중
- 10년간 15억 유로 투자 계획으로 현재 유럽 의료시스템 1위를 두고 경쟁
중인 독일을 넘어 유럽의 의료계를 선도할 것을 기대
- 밀라노에 IBM사가 이탈리아 정부의 전폭적인지지 하에 왓슨 헬스센터 설
립 투자.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새로운 치료에 대한 연구에 자원과 기술
을 제공 계획임
□ 주요 질의답변
Q1) 이탈리아가 디지털 보건의료 산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A1)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1%로 유럽에서 인구의 노령화가 가장 많이 진
행된 나라로 노인 건강 기여 기대

Q2) 이탈리아 디지털 보건의료 주력 제품은?
A2) 크게 분류하면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 IoT(사물인터넷) 센서망, 웨어러
블 의료기기 및 스마트 기기의 통합을 통한 의료 서비스가 있음
Q3) 디지털 보건의료 제품 개발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A3) 원격진료로 생존율 개선, 입원 수 감소 및 의료비 절약을 예상하며 전자
처방으로 약물 오·남용 감소 기대
Q4) 우리나라는 개인정보제공 및 각 기관별 관점 차이로 디지털 보건의료 추
진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어려운 점은?
A4) ICT 분야(하드웨어·소프트웨어, IoT, 빅데이터 등) 투자 및 디지털 인프라
부족으로 클라우드 컴퓨터의 적용률이 매우 낮아 이에 따른 초기 투자 필요
□ 참고자료
◦ 세계 스마트 헬스분야 전망
- 로봇과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산업 성장과 동반, 2018년 전 세계 의료
분야의 IoT 관련 소비는 3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시장조사기관
TrendForce의 Global spending on smart healthcare services 2016~2018 보고서)
- LoT는 전 세계 보건·의료산업의 블루칩으로 평가
◦ IBM 왓슨
- 왓슨은 2013년 미국의 퀴즈쇼 제퍼디 우승으로 이미 유명세를 탄 프로그
램으로,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IBM의 인공지능 플랫폼.
요리에 인공지능 컴퓨팅을 적용한 셰프 왓슨이 화제가 됐으며, 왓슨 헬스
는 의료 분야에서 주로 진료, 진단, 의료행정에 이용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디지털 보건의료의 핵심인 환자의 진료 정보 수집, 공유와 분배, 그리고
ICT 기술로 재가공된 정보 제공으로 개인 맞춤형 진단과 치료 및 질병예방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점임
◦ ICT 융합 의료산업은 전문성이 높고 ICT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자금이 소요
되는 분야이므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가 필요해 보임
◦ ICT 융합 의료산업과 관련된 기관·기업을 집적하여 R&D 클러스터 조성 필요

◦ 30%정도의 대입진학률에도 불구하고 IBM사가 투자를 결심할 수준인 이탈
리아처럼 ICT 융합 과학기술 및 의료산업 발전을 수행할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풀 필요
□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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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견학

□ 독일 DRUG STORE
방문일시

2019. 4. 24.(수), 18:00~19:00

장

독일 프랑크푸르트 드럭스토어

소

느 낀 점

현장사진

우리나라 올리브영을 몇 배 확대한 듯한 제품구성과 규모가 독일 드럭
스토어임. 치약, 탈모샴푸 등 품질이 우수한 의약외품이 많았고, 기초화
장품 및 색조화장품 구성 또한 다양했음. “예방” 을 중시하는 사회기조
대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의 다양성에 놀랐으며, 감기예방사탕
이나 차, 비타민 발포정의 효과 또한 우수하고 인상깊었음.

□ 독일 약국
방문일시

2019. 4. 26.(금), 10:00~11:00

장

RATHUS APOTHEKE(Marienplatz 8, 80331 München, 독일)

소

방문목적

느낀점

현장사진

독일 약국 방문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전문의약품 외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
며, 제약선진국답게 의약품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함. 화학강국답게 약국
화장품의 종류 또한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함. 의약품이나 화장품 관련
자세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