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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카자흐스탄의 시장 환경 및 주요 경제 이슈

□ 시장 환경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서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남북한과 중국,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와 교역의 중심지
원유･천연가스･광물 등 주요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
	원자재 의존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산업다각화를 위한 제조 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제조업이나 신산업 분야 수요 확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통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고 EAEU 가입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통해 러시아 등 가입국에 대한 상호 무관세 교역 및 인력이동 가능 등 전략적 잠재력이 높은 시장

□ 주요 경제 이슈
	에너지 자원
현재 광물 자원의 수출에 기초한 카자흐스탄 경제의 수입 구조에서 특히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2019년 기준, 카자흐스탄 GDP의 20%, 재정수입의 44%, 수출의 75%이상, 외국인 직접투자의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재원임
* 카자흐스탄에는 250 개가 넘는 석유 및 가스전이 있으며 104 개의 기업이 생산
* 총 석유 매장량은 약 300 억 배럴(세계 12위), 가스매장량은 3.9조 입방 미터(세계 15위)

- 카자흐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카자흐스탄의 전체 수출에서 원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1.9%, 58.1%를 기록 (*가스는 4.8%(2019), 3.6%(2018) 차지
-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부의 근간이 되고 있는 카스피해의 텡기즈 유전, 카샤간 유전 및 서북부의 카라차가낙
유전의 원유생산 및 개발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2000년대 석유 및 가스 수출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던 카자흐스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4년
국제유가 하락, 환율 폭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텡게화 평가 절하를 단행하는 등의 경기 침체를 겪으며
2015년에 1%의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나 이후 적응기를 거쳐 국제유가 회복세를 보인 2017-2019년에는
평균 4%대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
<표 1> 카자흐스탄의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환율변화와 경제성장률 비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Brent국제유가
(USD)

108.85

98.94

52.4

44.76

54.98

71.54

64.64

카자흐스탄 환율
(KZT/1USD)

152.13

179.19

221.73

342.16

326

344.71

382.75

경제성장률
(%)

5.9

4.3

1.0

1.1

4.1

4.1

4.5

* 자료원: 카자흐스탄 통계청, ADB(Asian Development Bank),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등 자료 종합

2

<표 2> 카자흐스탄 주요 광물자원 수출 비중(2018-2019)
(단위 : 1,000 USD)

No.

제품명

1
2
3
4
5

원유
천연가스
구리
무기화학제품
합금철

2019
금액
33,563,062.4
2,790,779.8
2,506,140.3
2,213,703.9
1,883,721.9

2018
비중(%)
58.1
4.8
4.3
3.8
3.3

금액
37,802,957.3
2,170,951.5
2,429,093.1
2,138,055.4
2,203,216.5

비중(%)
61.9
3.6
4.0
3.5
3.6

* 자료원 : 카자흐스탄 통계청

	제조기반 육성정책
카자흐스탄 경제는 최근의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랜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서의 취약한
제조기반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소비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2019년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1위가 휴대폰 및 통신장비, 2위는 의약품, 3위는 파이프 및 밸브, 자동차
건설기기 등이며 그 외 주요 수입품의 경우 일부 소비재들은 품목에 따라 90%를 상회하는 수입 의존도를
보이기도 함
-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자원 수출 위주의 불균형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국 산업육성 특히, 비자원 분야의 제조
기반 육성을 통한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음
※ 특별경제 산업지대 생산시설 건립시 부지 제공 및 건물, 구조물, 장비 등의 인프라 이용, 우선투자프로젝트
참가자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세금 감면, 투자비용(건설 및 장비 구매비용)의 최대 30% 상환,
투자자에게 외국인 노동유치허가 면제, 공공조달 입찰시 우대정책 등

- 그러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미미하여 여전히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지 생산 수준이 글로벌 수준을 따라가기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아울러 러시아에서 무관세로 들어오는 저렴한 제품들로 인해 자국 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형국임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제조 산업 기반 육성정책은 우리 기업에게는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을 통한 현지 진출을
위한 또 다른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환율정책
오랫동안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던 카자흐스탄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수차례에 걸쳐 20% 수준의 텡게화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으나 이후에도 국제 시장에서 환율방어가
어려워짐에 따라 변동환율제로 전환(2015.8월)
- 미화 1달러당 텡게화의 환율은 2013년 초 152텡게/1USD에서 2019년 평균 382텡게/1USD로 수 년째 2배
이상 상승하며 텡게화 가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세계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협력국인 러시아에
대한 미국 및 유럽국가들의 경제재제에 의한 원인으로 분석되며 2012년 2월, 배럴당 최고 $123 까지 거래되던
브랜트 유는 2016년 1월 $34.73을 거쳐 이후 2019년까지 잠시 회복되었으나 2020년 COVID-19 팬데믹, 사우디러시아 등의 석유 감산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하락세를 보여줌
※ 2020.4.30. 현재 브렌트 유가는 26.74USD/1bbl에 거래되고 있음 (’20.4.30일자 환율 : 429.41텡게/USD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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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그림 1] 카자흐스탄 텡게화 변동 추이(2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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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그림 2] 지난 10년간의 브렌트 국제 유가 변동 추이(2010-2020)

유라시아 경제연합체(EAEU)의 발전 가속화
카자흐스탄은 내륙국으로 석유 등 원자재를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EAEU의
발전이 가속화 될수록 많은 경제 부문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2010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벨로루시에 합류하여 외국 투자를 늘리고 무역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 동맹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1월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 출범으로 5개 회원국 간 교역 증가 및 상품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카자흐스탄의 2017년 기준 對EAEU 국가 수출은 30.2%, 수입은 24.1% 증가하였음
- 2020년 1월, 출범 5주년을 맞이한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은 회원국 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역외국과의
교역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 EAEU 출범 5년간의 주요 성과
∙ (교역) EAEU 역내 총 교역량 증가 (2017 : 전년 대비 27.4%↑, 2018년 : 전년 대비 9.2%↑ )

‘Doing Business’지표상 EAEU 35위(2017) → 31위(2018), 글로벌 경쟁력지수 140개국
∙ (투자환경개선)

중 45위(2018), 물류성과지수 98위(2017) → 76위(2018)
∙ (GDP) EAEU 총 실질 GDP (2018년, 전년 대비 2.5%↑ )

∙ (물류통관) 2018.1.1. EAEU 일부 발효된 통합 관세법으로 역내 자유로운 물류 네트워크 강화

∙ (사회) 역내 교육시스템 학위 상호 인정, 인적 교류 시행, 상호협력 의료 및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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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EU의 FTA 체결 현황 및 발전 전망
- 2016년 10월 EAEU는 베트남과 FTA를 체결
- 2018년 5월 중국과의 임시협약 체결로 무역 프로세스 간소화 적용 중(면세 미적용)
- 2018년 5월 쿠바와 교역 확대, 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정식협약 체결
- 2019년 10월 1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는 보도자료를 통해 싱가포르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에서 자유무역협정(EAEUSFTA)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등 3개
무역투자 관련 협정 서명식을 개최하였음을 공식 발표
- 이 외에도 이란(2019.10월, 임시협약 체결) 및 세르비아, 이집트, 인도,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등 6개국과 FTA
체결을 위한 세부 협상 중으로 앞으로 EAEU의 외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게다가 미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EAEU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한국을 포함한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등 11개 국가에서도 EAEU와 FTA추진에 관심을 갖고 검토 중임

	카자흐스탄의 COVID-19 상황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국가 간 봉쇄조치(Great Lockdown)로 인한 각 국의
교역량 급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국제유가 하락,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으며, IMF에 따르면 올 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3%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며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9년의 세계 경제성장률 –0.1% 보다 훨씬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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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Great Lockdown 2020

Global Financial Crisi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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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F, World Economic Outlook

[그림 3]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현황) WHO 자료에 따르면, 6월 1일 현재 카자흐스탄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10,858명/40명) 집계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감염 상황을 나타냄
※ 타지키스탄 (3,930명/47명), 우즈베키스탄 (3,623명/15명), 키르기즈스탄(1,748명/16명) 등

- (방역정책) 지난 3월 15일 토카예프 카심 조마르트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후 알마티市와
누르술탄市(구, 아스타나)의 도시 폐쇄와 전체 국제노선 운항 중단, 음식, 생필품 구입 이외의 외출 제한과 모든
종류의 법인 활동 금지 및 재택 근무 명령, 초중고 및 대학 휴교 등 강력한 폐쇄 조치를 시행 하고 있으며
11.1일까지 사증 면제 조치가 중단되고, 모든 외국인의 입국제한 중으로 경찰, 군사장비, 군 인력을 동원하여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통제 실시
- 카자흐스탄은 감염질환에 대한 국가 단위 관리감독, 제도적 기반, 조직적 역학조사 노하우, 검사 장비 및 시약,
전문인력 등 진단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로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개인 방역 의료용품의 수출 금지,
유라시아 경제연합(EEU) 회원국간 COVID-19 예방·치료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 등을 시행하는
한편, 긴급 예산 투입 및 국제사회에 인도적 원조를 요청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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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민간의료기관 최초로 현지 보건부로부터 국가지정 코로나-19 전문검사기관으로 선정된
∙ 방역관련,
’메디컬파트너스코리아(MPK)‘가 국내 업체인 ’씨젠’의 진단시약과 한국산 장비, 인력 등을 투입해 검사 및 자문
지원 중 또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대규모 검사를 병행하며 현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음

- (경제전망)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카자흐스탄의 경제는 중국과의 육로 및 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물류유통이 막혀 중국으로의 원자재 수출 및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감과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부 재정
수입의 감소. 환율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소비 위축 등의 악순환이 예상되며 올 해
경제성장은 전년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S&P, GDP 성장 4.5%-> 2.9%로 하향조정)

Ⅱ

카자흐스탄 보건의료시장 현황

□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
	(시장규모) 카자흐스탄의 리서치 기관인 Ulagat Consulting Group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카자흐스탄의 의료 서비스 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텡게(미화 36억7천만 달러)이며 2018년 6.52% 성장
대비 2019년 약 14.4 %로 2.2배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음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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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110%

108%

107%

3000

2500

3,015

3,211

3,67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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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전년 대비 성장률(%)

[자료원 : Ulagat Consulting Group]
* 자료원
: Ulagat Consulting Group

[그림 4] 카자흐스탄 의료서비스시장 규모 및 성장률(2017-2019)

	(보건의료 환경) 카자흐스탄은 전 국민 대상 무상의료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소비에트에서 분리 독립한
이후 보건 시스템 개혁과 발전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지난 20년간 보건의료 재정규모는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병원 건립 프로젝트 및 지속적인 국가 보건 발전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의료 현대화 및 병원시설이 새로 지어져 공중 보건 향상에 많은 발전을 가져옴. 하지만 지방
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여전히 열악한 의료 환경을 나타냄
※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접근성 개선에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도시 위주로 집중된 한계가 있음

- 카자흐스탄에는 2017년말 현재 기준 886개의 병원들과 3,463개의 외래 의료기관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
80% 정도가 국공립의료기관이며 공공의료 병원의 과반수 이상은 여전히 건축된 지 30년이 지난 건물들이고,
25%는 병상 수가 부족한 상황
- 카자흐스탄 보건기준에 따르면, 전체 병원시설의 약 33%가 의료기기 최소 구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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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소도시나 지방에서는 공공의료 기관 및 전문 의료인 조차도 심각하게 부족하여 보건인력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간 의료 수준 편차가 심함
* 대도시에 의료기관 집중현상이 심각해 1차 진료의 경우, 지방 의료인의 수는 도시의 20%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감염관리, 질병의 예방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병원 시설 및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진료를 위한 긴 대기시간과 의료장비, 의료기술 및 인적자원 부족으로 부유층은 한국, 이스라엘, 독일, 터키, 중국
등으로 해외 원정 치료를 선호
- 이에 따라 현대화된 진단 장비와 선진의료를 배운 의료진으로 구성된 검진센터나 민간 병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외국병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기적으로 의료 연수를 실시하거나 외국인 의료인의 직접 진료를 하는
외국계 병원도 생겨나고 있음
- 현재는 터키계 병원, 이스라엘 계 병원뿐만 아니라 프랑스계 병원, 한국 병원 등이 성업 중
- 정부는 국영병원의 민영화 정책을 통한 의료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병원의료 시스템의 현대화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나 민영화 정책의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한 편임
- 하지만 카자흐스탄 정부는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여 의료시설 개선 등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의료인재 육성, 통합 보건 시스템 도입 등 의료분야의 디지털화 가속화와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도
개혁을 진행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주요 질병 및 사망질환)
-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것은 호흡기 질환이며, 심혈관질환과 소화기 질환이 그 뒤를 이음
-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순환계, 호흡기질환, 종양, 부상·사고 및 중독에 의한 사망, 악성 신생물 질환순으로
나타남

	(주요 보건지표)
-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2019년 말 기준 18,896,318명이며, 평균연령은 31.5세, 전체 인구의 평균수명은
2018년 기준 73.15세로 나타남
- 영아사망률은 출생인구 1000명당 8.4명으로 2016년 8.59명에서 2.2%감소, 모성사망률은 출생인구
100,000명당 2016년 15.5명에서 2019년 13.4명으로 13%감소 함
- 한편,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 2018년 기준 9,401 달러이고, 의료비 지출규모는 GDP의 3.4% 수준으로
나타남
<표 3> 카자흐스탄의 주요 보건 지표
지표명

지표

연도

전체 인구

18,896,318명

2019년 12월 기준

남성인구

9,054,486

2019

여성인구

9,841,832

2019

GDP

1,705억 달러(USD)

2018

1인당 GDP

9,401 USD

2018

1인당 GDP(구매력 기준)

27,880 USD

2018

GDP대비 의료비 지출비중(%)

3.4 %

2018

전체

73.15 세

2018

남성

30.3 세

2020 est.

여성

32.8 세

2020 est.

평균기대수명
평균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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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지표

연도

출생률 (인구 1000명당)

16.4 명

2019

사망률 (인구 1000명당)

7.2 명

2019

영아사망률(1000명 출생 당)

8.4 명

2019

산모사망률(100,000명 출생 당)

13.4 명

2019

의사 수(1,000명의 인구수 당)

3.45 명

2019

병상 수(1,000명의 인구수 당)

5.3 개

2019

* 자료원: 카자흐스탄 통계청,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orld Bank, 수출입은행 자료 수집 정리

	(보건정책) 카자흐스탄은 병원 현대화 및 국가보건의료 발전 프로그램 시행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보건의료제도 개혁 및 의료서비스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건강관리 개혁 및 개발을 위한 국가프로그램(2005-2010), ‘100개 학교 100개 병원건설’ 프로젝트(20072010), 국가보건발전프로그램 ‘살라맛디 카자흐스탄’(2011-2015), ‘카자흐스탄 2050’국가발전
전략(2013년), 보건 증진 프로젝트 ‘덴사울릭(2016-2019)’, ‘디지털 카자흐스탄(2018-2022)‘,
국가보건발전 프로그램(2020-2025) 등의 보건정책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음
- 또한, 암치료개선, 제2형 당뇨병 현황 조사 및 인식 제고를 위한 ‘Nomad Project’,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등을
시행중에 있음
<표 4> 최근 10년의 카자흐스탄의 주요 보건정책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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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주요 내용

“살라맛띠 카자흐스탄“
(2011-2015)

(주요내용)
∙공중 보건에 대한 부문 및 기관 간 협력의 효율성 개선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 질병 및 부상의 예방조치 강화, 선별연구, 진단, 치료 및 재활 개선
∙위생 역학 서비스 개선
∙단일국가건강시스템에서 의료의 조직 관리 및 자금 조달 개선
∙의학,약학 교육의 개선(혁신적인 기술의 개발 및 구현)
∙인구에 대한 의약품의 가용성과 품질 제고 및 의료기관의 현대화

덴사울릭
(2016-2019)

(목표)국가의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중 보건 강화;
-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통합 된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공중 보건 정책 구현
- 국민의 건강증진과 모든 국민의 의료시스템 접근성과 범용성 보장 및 효과적인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 국가 보건 시스템의 현대화, 효율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및 사회 경제적 성장 지원
(주요내용)
∙의료서비스의 표준 도입
∙의료시설의 설비 개선
∙의료정보 및 분석 센터 운영
∙원격의료 프로그램 구현
∙예방의햑 조치 강화
∙전자의학 도입 확대
∙병원 민영화 추진
∙선진 진료기술 도입
∙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통합 의료시스템 개발 및 개선과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

프로그램 명

목표 및 주요 내용

디지털
카자흐스탄
(2018-2022)

(목표)정부 산업 전반에 걸친 ICT기술을 접목하여 국가의 기술현대화 및 노동생산성 향상,
민간 부분의 역할 증대
(주요내용)
- 경제(산업) 디지털화
- 디지털 정부
- 디지털 실크로드(통신 네트워크 및 ICT 인프라 확장)
- 인력개발 및 혁신 생태계 구축 등
(보건분야)
∙모바일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건강정보(e-Health Record)의 통합구축
∙지역 건강정보 시스템 구축
∙사회건강보험 시스템 구축 및 이행

국가보건발전
프로그램
(2020-2025)

(목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제)
- 건강한 생활방식 형성 및 공중보건 서비스 개발
-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 지속 가능한 건강 시스템 구축
(주요실행계획)
∙1차 건강관리 및 공중 보건 서비스 강화
∙인적 자원, 교육의 현대화 과학의 발전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
∙단일의 디지털헬스케어 공간 조성
∙의무적 건강보험 시행 및 보편적 건강보험 실현
∙의료 산업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및 건강관리의 디지털화 등

* 자료원 : 카자흐스탄 보건부

(국민건강의료보험도입)
의무적 사회건강보험 시스템(OSMS) 도입 (2020년 1월 1일부 시행)
카자흐스탄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국가의료보험제도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함
- (기본목적) 의료접근성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 의무적 사회건강보험 시스템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민(영주권 취득 외국인 포함)은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해짐

- (적용대상) 2020년 인구의 95%가 보장 될 것으로 예상->어린이, 학생, 연금 수령자, 장애인, 공식적으로
등록된 실업자, 다자녀의 모성 등 15가지 범주의 수혜자, 근로 인구, 개별 기업가, 소득자 등이 포함
• 외국인은

전염병 등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경우는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자발적 의료보험
계약이나 현재 정해진 수가에 따라 치료비를 지불

- (의료비) 병원의 지출비용은 의료보험펀드에서 부담하며 국민은 보험료 징수금만 요율에 따라 납부
• 의무적 사회건강보험(OSMS)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질병(4가지), 주요 만성비전염성

질병(25가지) 목록에 포함된 경우,기존에 운영되던 국가에서 정한 무상진료보장 의료서비스는 무료
• 환자가 진료소에 도착하면 환자의 보험가입 상태를 확인하며 보험가입자면 치과치료를 제외한 모든 것이
무료이고, 비가입자인 경우는 보장된 의료서비스 패키지만 무상진료를 받게 되고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는 유상진료

- (보험료) 2017년부터 의무적 사회건강보험 실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단계적 보험료 징수
• 고용주는

2017년 7월 1일부터, 피고용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매월 보험료 납부 시작
• 고용주는 피고용자 급여 기준 2017년-2%, 2018-2019년–1.5%, 2020년-2%, 2022년부터는 3%를
부담하며, 고용인은 2020년 1월부터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까지 임금의 1%, 2021년부터는 2%를 부담하는

형태로 재원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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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개인사업자나 자유계약 조건의고용자, 농업종사자 등의 분류에 따라 요율이 달리 적용됨
※ 범주에

따라 어린이, 실업자로 등록된 자, 일하지 않는 임산부, 장애아를 돌보는 비근로자, 연금수령인, 장애인
등은 정부가 부담 (* 참고 https://fms.kz/ru)
• 국민의

의료보험펀드 납입 보험료 및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행위에 대한 관련 정보를 매월 제공

□ 카자흐스탄 의약품 시장
	(시장규모) 카자흐스탄 제약 컨설팅 그룹 Vi-ORTIS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제약 시장 규모는 2011년
13억8천3백만 달러에서 2014 년 18억5천4백만 달러,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 줄어든 18억 달러
시장을 이룸
- 2014년 발 국제유가 하락과 변동환율제 도입 등으로 텡게화 가치가 폭락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카자흐스탄 제약
시장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후로도 연평균 7-8 %의 성장 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19 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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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Vi-ORTIS»Consulting Group

[그림 5] 카자흐스탄 제약시장 규모 추이(2011-2020)

	(주요 정책)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까지 현지 생산 의약품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
- 카자흐스탄의 제약산업 주요 발전 방향은‘자국 의약품 생산기반의 완전한 GMP화’로 정부는 각종 프로젝트를
통해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자국 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약품
실사상호협력기구(PIC/S,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가입 추진,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도입 지원, 국제 표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 의약품 감찰관’양성 등의 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 중임
- 카자흐스탄 의약품 관련 법안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모든 업체는 반드시 GMP 기준을 도입해야 함
* 현재 카자흐스탄 내 GMP 시설 보유 업체: Nobel AFF, Viva Farm 등

	(시장동향) 카자흐스탄은 전체 의약품의 약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변화에 민감
- 최근 5년간 텡게화 가치가 2배 이상 폭락하면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의약품 부족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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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제약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국내 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다국적 기업이 현지에 공장을 설립 운영하면서
제약유통시장의 상당부분이 개선되어 있음
-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8년 카자흐 제약시장의 현지 생산량은 27%를 차지했으며 2019년에는 약 30%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주요 생산업체로는 Polpharma (폴란드), Abdi Ibrahim Global Pharm (터키) 및 Nobel (일본)이 소유한
Chimpharm, Viva Pharm (캐나다)과 Romat FK가 있음
• 2018년 중반 Polpharma는 카자흐 내의 생산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3,700만 불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 그외에도 스위스의 Novartis(Lek Sandoz 포함), Sanofi(프랑스) 및 Bayer(독일)를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외국 제약 회사가 카자흐스탄에서 활동 중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처방약) 매출액은 전체 제약시장의 65%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정부 지출 증가와 맞물려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의료보험 등재 및 상환 대상 의약품 확대(2020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의무화)
- 2015년 67.6%(10.6억불, 약 1.2조원)에서 2020년 71.5%(14.1억불, 약 1.6조원)로 점유율 증가

	(제네릭의약품) 처방약의 약 58%(전체 시장의 39%)를 점유하면서 오리지널 및 일반의약품을 모두
앞질렀으며, 카자흐스탄 제약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 약가 상환제도, 정부 주도의 국민건강보험 도입 등으로 제네릭 의약품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것임

	(의약품 유통사) 카자흐스탄 제약시장에는 다양한 유통기업들이 존재
- 대표적으로 IC Pharmacy사는 현지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유통하며, Amanat, Inkar 등은 러시아, 벨라루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서 제조된 의약품들을 유통함. 일반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을 동시에 취급
- 다양한 외국계 제약회사들은 의약품 수출확대를 위해 카자흐스탄에 지사를 운영 중이며, 그 수가 약 50개에 달함
- 외국계 제약회사들은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전혀 생산이 되지 않는 C형 간염, 향정신성 약물, 항암제 의약품의
판매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현지의 주요 제약 업체로는 SANTO, NOVEL-AFF, ABDI Ibrahim global Pharm, Dosfarm, Karaganda
pharm complex, Zerde 등이 있음

	(정부조달) 공공부문의 의약품 유통은 2009년에 설립된 ‘SK Pharmacy’단일 업체가 맡고 있음
- 보건부가 의약품 목록 및 가격을 승인하면 이에 맞게 SK Pharmacy가 중앙구매를 수행
- 구매하는 의약품의 약 97%는 전문의약품(처방약)이며 공급하는 의약품 중 금액 기준으로는 오리지널, 수량
기준으로는 제네릭 비중이 높음
- 2020 년부터 모든 처방약은 전자 형식으로만 제공예정이며 이를 위해 보건부는 의료 정보 시스템(MIS)을 기존
의약품 공급 정보 시스템(ISLO), 환자 등록부 및 SK-Pharmacy Unified Pharmaceutical Information
System과 통합 할 계획
- 국가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영업마진은 큰 편으로 알려져 있으며 Ecopharma, Hippocrates, L-pharma,
MT-Pharma, IP Volkov와 등이 적극적으로 국가입찰에 참여하는 유통회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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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카자흐스탄 IQVIA

[그림 6] 카자흐스탄 제약시장 Top 15 기업

□ 카자흐스탄 뷰티 시장
	(시장 규모) 카자흐스탄의 뷰티시장은 2004년부터 매년 20%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카자흐스탄 내 경제 분야 곳곳에 큰 타격이 왔음에도 급속도로 성장
- 가장 최근에 DISCOVERY Research Group에서 조사한 “카자흐스탄의 화장품, 향수 및 개인 위생 용품 시장
분석(2019)” １)에 따르면, 2018년 카자흐스탄 뷰티산업 시장규모는 현지 통화인 텡게화로 전년(2018) 대비 약
2.8%성장한 228,436.4 백만 텡게 약 6억6천3백만 달러 규모이며 이후 연평균 7.8%씩 성장２)하여 2020년엔
약 7억7천만 달러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
- 카자흐스탄 뷰티시장은 수입품 85%, 내수생산품 15%로 구성되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대부분이 유럽, 일본 등에서 수입되며, 한국에서는 연간 2,269만 달러 규모가 수입됨(2018년 기준)
- 우리나라의 대(對)카자흐스탄 수출 중 화장품은 2018년 기준 6위를 기록

１) Анализ

рынка космет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парфюмерии и товаров для ухода за собой в Казахстане
(카자흐스탄의 화장품, 향수 및 개인 위생 용품 시장 분석, Discovery Research Group, 2019)
２) https://kursiv.kz/news/tendencii-i-issledovaniya/2017-03/beauty-industriya-krasota-vsegda-v-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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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카자흐스탄 DAMU, RBC 리서치, DISCOVERY Research Group 등 자료 종합

[그림 7] 카자흐스탄 화장품시장 규모 추이(2011-2020)

(시장 동향)
- 카자흐스탄 여성의 소비 성향은 전체 소득 대비 외모에 대한 투자 비용이 타 국가에 비해 높고 새로운 화장품과
신기술을 이용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화장법 서비스에 개방적인 편임
- 시장 형성 초기에는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등의 눈 화장품이나 매니큐어 같은 색조 화장품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은 피부 관리용 스킨케어와 헤어케어 제품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
- 2018년에 화장품, 향수 및 개인 위생용품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은 스킨케어 제품으로
관찰되었으며 향수, 기초화장품, 모발관리 제품 등의 성장이 뒤를 이음
- 기초 화장품의 경우는 천연 보습 성분, 자외선 차단 성분 등 기능성이 포함된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고 모발관리
제품은 샴푸, 에센스, 린스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기능성 제품이 인기
- 카자흐스탄에서는 고품질의 천연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향수 및 개인 위생 용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치 측면에서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
- 화장품 유통시장에서는 1996년에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Procter & Gamble Co가 12.7 %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스킨케어 화장품 브랜드로는 L’Oreal(프랑스), Guerlain(프랑스), Nuxe(프랑스),
색조 화장품 브랜드로는 Dior(프랑스), LANCOME(프랑스), Maybelline(미국)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한국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들도 이미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있으며 그 외 다른 한국 브랜드 화장품
제품들도 온라인 마켓에서 대부분 구매가 가능함.
* 현지 진출한 한국 브랜드로는 The Face Shop. MISSHA, Natural Republic, Claire’s Korea, Beyond, The Same
등(현지 법인으로 진출) 및 Tony Moly, 이니스프리, 잇츠스킨 등(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소량씩 수입돼 온라인과
현지 쇼핑몰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판매)이 있음

- 주요 제조업체로는 L’Oréal Kazakhstan TOO, Avon Cosmetics Kazakhstan TOO, Kalina Concern OAO
등이 있으며,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는 Avon, 그 외에도 Gillette (전체 시장 가치의 3.5 %),
Mary Kay Inc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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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구조) 90년대 뷰티관련 시장의 형성 초기에는 화장품은 벼룩시장이나 소규모 의류 부티크 매장
등에서만 유통되며 확장되다가 2000년대 들어 백화점이나 뷰티숍 등 전문적으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생겨나고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유통 체널이 형성 됨
- 현재는 The French House, BeautyMania, Planet of Beauty, Mon Amie, Yessey 등의 전문적인 컨설팅과
무료 시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형 뷰티 복합 전문 매장을 선호하는데 이는 유통시장의 약 75%를
차지함
-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는 불안정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느리고 불안한 배송, 위조품의 빈번한 발생 등으로
신뢰도가 많이 저하되었다가 최근에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유통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온라인 사이트는 Flip.kz, Lamoda(www.lamoda.kz), SATU(satu.kz), Asos.com, iHerb.com 등임

	(인증 관련) 카자흐스탄으로 스킨케어, 헤어케어 등의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EAC 인증을 받아야 함
- 일반적인 뷰티 제품의 경우 발급에 약 1주일 소요되나 의료목적의 화장품이나 화이트닝 등 특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인증서 발급에 최대 3개월 소요
- 화장품의 경우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제품에 따라 분류코드가 달라 전문적인 등록기관을 통하여 인증
등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함

□ 카자흐스탄 의료기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시장규모) 카자흐스탄 의료기기 시장은 2018년 현재 약 3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추산
- 2013년 최대 5억 달러 규모에서 2014년 국제유가 하락 및 텡게화의 평가 절하 등으로 감소함

의료기기 시장 2013-2017년
500

단위 :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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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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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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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 Ulagat Consulting Group

[그림 8] 카자흐스탄 의료기기 시장 규모

	(시장 환경) 카자흐스탄은 세계 유수의 제조사들로부터 의료기기 및 장비를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약 80%를 차지하고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해외 의존도는 약 90%에 달함
- 카자흐스탄은 아직까진 의료 실무에서 요구되는 첨단 의료 기기 생산을 위한 기술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의료 장비는 대부분 수입품으로 충당
- 최근 몇 년 간 카자흐스탄이 관심을 보인 제품들은 X-ray, CT, MRI 등 중형 진단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그
외에도 전기 의료장비, 의료용 레이저, 내시경, 치과기기 등으로 나타남
- 주요 수입 대상국으로는 독일(Draeger), 네덜란드(Philips), 미국(GE), 이탈리아(MICRO DENTA),
일본(Toshiba Medical Systems), 한국(Medison, Medonic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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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기업은 매우 제한된 범위의 의료 기기 및 의료 소모품을 생산
※ 의료용 의류, 일회용 멸균 튜브, 일회용 진공 시스템, 주사기, 의료용 장갑, 부인과 및 혈액 샘플링 키트, 붕대 및 기타
소비성 의료 제품 범주가 포함

- 대형 의료 장비 중엔 국내 제조업체인 Aktyubrentgen JSC는 보장 된 의료 서비스의 틀 내에서 형광 투시(이동
단지 포함), X- 레이 진단 및 유방 촬영 장치를 공급

(유통구조) 대부분 현지의 유통업자(Distributor)를 통한 수입 및 수출을 하는 구조
현지에서 오랜 경험과 영업력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유통업자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현지에서 개최되는 보건의료박람회에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 국가·민간의료기관과의 직접 판매
제조사가 유통업자를 통하지 않고 국가/민간 의료기관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에만 해당됨(국내기업이 국가·민간에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설립 필수)
- 공공입찰 참여를 통한 판매
∙ www.goszakup.gov.kz를 통해 의료기기 공공입찰에 참여 가능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파트너를 발굴해야 함
∙ 외국인은

∙ X-ray 부품을 비롯한 물리치료 기구, 재활훈련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의 입찰이 게재됨.
∙ 구매자는 입찰 게재 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의 제원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비 제원이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가 불가함
∙ 이러한 이유로 입찰 전 구매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입찰공고는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현지 기업의 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

(제품 인허가 등록)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카자흐스탄 수출 시 등록 및 인증이 필요
- 등록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Committee for Pharmacy이며, 등록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National
Center for Testing of Medicines, Medical Equipment and Devices에서 이루어짐

(디지털헬스케어) 카자흐스탄의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는 의료 생태계 개선을 위한 4방향을 목표로 추진
▲ 의료 접근성 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및 효율적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 예방
▲ 만성질환 관리 및 재활
▲ 의료 디지털화를 통한 의료정보시스템의 발전

(관련정책)
- 「카자흐스탄 보건·사회 발전전략 2013-2020」,
∙ 보건의료 부문에서 헬스케어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e-Health 발전 컨셉’추진
∙ (목표) ‘종이 없는’병원으로의 전환을 통해 e-Health 시스템에 빠르고 안전하게 액세스하고 다양한 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결합하여 고품질의 통계, 분석 및 재무 데이터 저장 등에 필요한 시스템 구현 통한
의료서비스의 가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
∙(주요내용) ▲의료 디지털화를 위한 의료정보시스템의 통합 ▲모바일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사용
▲전 국민에 전자건강여권(Electronic Health Passport) 제공 등
- 「덴샤울릭 2016-2019」의 e-Health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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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 (목표) 국민의 건강증진과 전 국민의 의료시스템 접근성·범용성 보장 및 효과적인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표준 도입 ▲의료시설의 설비 개선 ▲의료정보 및 분석 센터 운영
∙ (주요내용) ▲의료서비스의
▲원격의료 프로그램 구현 ▲예방의학 조치 강화 ▲전자의학 도입 확대 등
- 「디지털 카자흐스탄2018-2022」 보건의료부문
∙ (주요내용) ▲모바일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건강정보(e-Health Record)의 통합구축
▲지역 건강정보 시스템 구축 ▲사회건강보험 시스템 구축 및 이행

	(주요 동향)
- 카자흐스탄은 정부차원에서 의료부문 정보시스템 통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2005-2010 의료 개혁 및 보건발전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의료 부문 내 정보 기술 통합을 착수
 후 2022년까지 단일국가건강시스템을 통한 의료 조직 관리 및 자금 조달 개선, 의료서비스 품질관리
∙이
시스템 구축 및 의료정보 분석센터 운영 등 의료 정보시스템의 기능 확장을 위한 통합의료관리정보시스템
(Unified Healthcar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UHMIS)을 단계별 구축 중
※ UHMIS 체제의 구성요소
∙ HSQMS : 의료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Health Service Quality Management System)
의료서비스 품질검사 및 의료기록 등의 프로세스의 자동화, 의료기기 완전성 모니터링,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개인정보의 집계, 데이터 보관 및 분석, 환자만족도 평가 등

∙ DQMS : 약물 품질관리시스템(Drug Quality Management System)
약의 유통과 공급관리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 SEMS : 위생 및 전염병 관리 시스템(Sanitary Epidemiological Monitoring System)
전염병, 기생병, 중독 및 직업병을 관리, 인구감소 분석, 예방접종 보급률 및 백신 공 급에 대한 보고담당

- 카자흐스탄의 의료정보시스템 시장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로 민간차원의 시장은 지극히 작은 수준
∙ 현재 EMR시장은 사립병원 중심으로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며 국립병원의 경우는 PC보급율이 낮고, 정부입찰
등을 통한 구매방식에 따라 EMR이나 PACS가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만, 정부가 의료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부주도적인 수요가 확인됨
- e-health의 표준 식별 규정도입
∙ 전자의료 확대정책에 따라 디지털 의료 정보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을 위한 기술 요구 사항, 이해 당사자의
정보 보안 및 상호 작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AI 프로젝트 : 최근에는 AI(인공지능)을 이용한 임상의사결정시스템의 활용 뿐만 아니라 위조방지를 위한 QR
코드가 있는 의료 증명서, 스마트 클리닉, 의사 로봇, 종양학 치료에도 AI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 중이거나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젝트
∙ 모바일 헬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DARIKZ”, 전자건강여권, 상호 운용성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의료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구축 프로젝트 추진

(개발 계획)
- 2019년 : 온라인 환자 건강 모니터링 및 암과 당뇨병 진단에 인공지능 사용, 원격 환자 진단, 약물 및 의료기기의
표시 및 추적, 암환자를 위한 치료 계획 수립에 인공지능기술 사용, 의료 재원 조달 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 방안 마련 등
- 2020년 : 원격 모니터링 구현, 맞춤형 의약품(유전체학), 인공지능 시스템과 질병 패턴의 자동분석 및
식별시스템 개발
- 2021년 : 의료 프레임 워크의 머신 러닝 및 인공 지능 (약물 소비, 의료 영상데이터 분석 ), 이환율 예측,
BLOCKCHAIN 기술을 사용한 임상 데이터 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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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헬스케어 적용분야 및 사례
- 모바일 헬스케어(mHealth)
∙ 모바일 앱 “DARIKZ”을 개발하여 iOS 및 Android 플랫폼에서 카자흐스탄 인구를 위해 무료 제공함
※ 이 모바일 앱 사용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등록 된 의약품의 전체 목록 확인 가능
※ 사용자는 의료용 지침, 포장 레이아웃, 사용 방법, 인증서, 의약품의 전체 이름, 제조업체 정보, 등록 인증서
번호, 복제약 목록, 가격 한도 등의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음
∙ 모바일을 이용한 건강진단
※ 소량의 혈액 또는 소변으로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모바일 솔루션 시범적 제공
(모바일 솔루션을 통해 측정된 건강정보 데이터는 운영기관에 전달되어 저장 관리됨)
* 부산대병원과 KT간 컨소시엄으로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 검진센터와 시범 운영
∙ 만성질환자의 원격모니터링 시범 프로젝트 시행
※ Almaty와 Nur-Sultan에서 만성 질환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활동시간, 심박수, 수면 상태 측정
등의 지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하여 환자 관리에 활용

원격의료(Telemedicine)
- 2004년 부터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역적 의료 불균형 해소와 농촌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원격의료
프로그램을 도입
- (적용범위) 카자흐스탄은 2003년부터 EHR시스템 사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의 원격프로그램은
환자진료뿐만 아니라 의료인 교육 및 컨퍼런스 수행 등 다양한 부문에서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
- (시장규모) 카자흐스탄은 의료 서비스 및 컴퓨터 사용, 인터넷 환경 등 의료환경과 IT 인프라의 지역간 편차가
크고 IT 전문 인력 부족이나 의료종사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 숙련도가 낮아 헬스케어 분야에서 모바일 및
전자기기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아직까지 원격의료에 대한 시장 규모는 집계되어 있지 않음
- (관련규정)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 목적의 데이터 전송 및 공유, 관련한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법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원격의료의 진료 허용범위, 원격의료를 위한 시스템 구비 요건, 발전 정책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음
- (원격의료 현황) 현재 국립 원격진료 네트워크(NTMS)는 카자흐스탄 보건사회개발부, 지역 의료부서,
전자보건센터 및 전국 의료시설을 포함한 199개 기관의 원격진료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78,000회의 원격 진료 및 화상 컨설팅을 수행
- 주요 진료 과목은 심장학, 호흡기 내과, 신경학 등이며, 의료진간 방사선사진, 심전도 및 초음파 검사 판독을 위한
컨설팅이나 화상 컨퍼런스 및 진료 상담 등으로 운영 중
- 최근까지는 대부분 원격진료시 환자 의료 정보는 이메일을 통한 문서 발송을 통해 진행했으나 일부 병원의 경우
의료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PACS를 EMR과 연동하여 환자의 의료정보를 실시간 확인
- (관련 시스템) 카자흐스탄에서는 DiViSy Group에서 개발한 ‘DiViSy‘소프트웨어(MDS Company와
공동으로)를 부분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이 소프트웨어 제품은 카자흐스탄 원격 의료 기술의 주요 개발자 중
하나임
- 설치된 원격 의료 장비 및 소프트웨어 “IS-Telemedicine”을 사용하면 지역 및 국가 원격 의료 센터간에
신속하게 상담이 가능
- MIS(Medical Information System) 시장에서는 로컬 업체인 DAMU Med와 Avinsenna가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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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카자흐스탄 보건산업시장 진출 전망 및 전략

□ 카자흐스탄 보건산업시장 진출 전망
카자흐스탄의 의료산업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의료산업은 오랫동안 오래된 1차 진료 시스템 및 경력 있는 의료진의 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속적인 국가 의료 혁신 및 보건발전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음

	정부의 공공의료 부문에 대한 투자 및 지출을 통해 의료서비스시장은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민간의료기관의 발전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카자흐스탄은 심각한 질병치료를 위한 선진 의료 기술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며 이를 위한 의료장비나 의약품에
대하여 해외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좋은 진출기회
- 특히,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진단기기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전자 분석기술
등과 접목되어 미래의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 제조 진출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자격 취득, 현지 금융지원 수혜, 역내 관세 특혜
등은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인 이점이 있음
- 또한 카자흐스탄은 자국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므로 비관세 장벽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현지화 생산을 통한 시장 진출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표 5> 카자흐스탄 시장의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 유럽-아시아 연결하는 유라시아 중심에 위치
∙ 시장 통합에 따른 EAEU 진출 가능성 증가
∙ 중앙아 국가 중 가장 높은 구매력을 가짐
∙ 한국에 대한 우호적 관계 유지
∙ 한국 의료기기, 화장품 등 제품 인기
∙ 10만 고려인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

약 점 (Weakness)
∙ 물류 유통을 비롯한 제반 인프라 열악
∙ 높은 언어장벽과 불분명한 법제도
∙ 수입인증제도에 따른 높은 초기진출 비용
∙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
∙ 지방의 불균형발전 및 부의 양극화
∙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

기 회 (Opportunity)

∙ 의료분야에 대한 발전정책 및 투자유치 활발
∙ 정부의 제조 산업 육성정책 추진
∙ 유라시아경제연합 강화 및 역내 교역 확대
국가 중심 한류(K-pop, K-medical,
∙ 중앙아시아

K-beauty, K-foodK-beauty, K-food, K-방역 등)
확산
COVID-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세계의
∙ 최근

표준으로 인식 되면서 한국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상승 및
의료 IT 강국 이미지 각인

위 협 (Threat)
∙ 유가 환율의 불안정성에 따른 정세급변 가능성과
비즈니스 리스크 상존
∙ 제조업 확대를 위한 기본 인프라 부족
∙ 서방의 대(對)러 경제 재재 연장
∙ 수입대체산업 육성으로 비관세 장벽 강화
∙ COVID-19 확산에 따른 국경 봉쇄 조치로 세계 교역량
급감 및 소비시장 위축

(시사점)
-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중심지 및 EAEU 시장의 발전 가속화에 따른 주변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주재국 제조업육성 정책과 고려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조분야 현지화 생산 진출 추진 기회
- 한류 확산을 활용한 의료시장 및 뷰티 시장 진출 확대 가능
- 국제유가 및 시장 경제에 따른 환율불안 등 환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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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장벽 및 인증제도에 따른 초기진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유력 파트너 발굴 중요 등
- ICT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 개발을 통해 국경봉쇄에 따른 교역감소 문제 해결 모색 필요

□ 보건산업 부문별 진출 전략
	(제약시장) 자국의 제약산업 육성과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도입, 정부 입찰시 현지
생산의약품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에 따라 GMP기준을 충족하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추천
- 특히 한국 제약기업이 강점을 가진 복제약과 개량신약의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항생제, 항암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립암병원, 국가병원 등에서
국가입찰이 진행되기도 함
- 단지 제네릭의 경우 인도,중국,파키스탄 등 시장내 경쟁이 심화 되어 수익성이 매우 약화된 상태임
- 따라서 의약품 진출의 경우는 복제약 보다는 개량 신약의 현지 진출이 전망이 더 밝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의
유력 현지 에이전트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하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현지 제조 업체와 계약 생산이나 기술제휴를 통한 원료 공급 및 현지생산 추진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수요가 많은 의약품으로는 당뇨, 결핵, 암관련 의약품이나 백신 및 면역 바이오 의약품, 항균제, 신부전 치료제
등의 수요가 많음
- 카자흐스탄의 공공의약품 조달기업인 SK-Pharmacy는 국가조달시장에서 현지에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에
입찰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체 조달시장에서 구매하는 의약품 비중이 95%를 차지하고 있음(2018년
의약품 구매액은 5억8000만 달러에 달함)
- 현지 제약회사 혹은 현지 공장과 생산계약을 맺은 외국계 제약회사들은 최대 10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생산에 따른 입찰 우선권을 장기간 부여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제네릭 시장은 이미 오랜 기간 시장에서 자리잡고 있는 대형 글로벌 제약사 SANTO (HimFarm),
Nobel, Globalpharm, Sanofi, Johnson&Johnson, Pfizer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후발주자로 진출하기 위해선 면밀한 사전조사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

	(뷰티시장) 아직까지 오프라인 판매가 주를 이루는 카자흐스탄 화장품 시장이지만 이미 세계 각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전문 뷰티숍이나 온라인망을 통해 판매 되고 있으며 앞으로 온라인•모바일 판매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적합한 마케팅, 판매 전략 수립 필요
-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내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화장품 유통업체들은 뷰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에 주목하고 있음
- K-pop, K-drama 등 한류 붐에 힘입어 한국 뷰티제품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SNS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마케팅도 고려해 볼 것을 추천
- 한국산 화장품의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 유망 품목으로는 마스크 팩이나 노화방지, 네일케어, 의학효과를
부각시키는 전문화장품, 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 제품 등이 있음. 틈새시장으로 부각되는 남성용
화장품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분석됨.
- 카자흐스탄 화장품 시장 진입을 위한 전제조건은 현지 시장 여건에 맞는 가격과 품질로 이미 알려진 고가의
유명브랜드보다 인지도가 높지 않은 좋은 품질의 중저가 브랜드가 진입 강점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소비 연령층에 따라 좋은 품질과 디자인을 가진 고가의 브랜드를 선호하고 해외직구를 이용하거나
리뷰사이트를 통해 구입하는 등 기호와 구입 성향에 차이를 보이므로 타겟 층에 맞는 소비 트렌드를 면밀히
조사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고 신뢰할 만한 현지 화장품 전문 디스트리뷰터를 발굴하고, 소비 연령층의 기호와 성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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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소비계층을 늘려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음

	(의료기기시장) 카자흐스탄 정부의 강력한 보건의료제도 개혁 추진으로 의료기관의 현대화를 위한
최의료시스템이나 최신 의료장비의 도입 및 치료 설비 조성을 위한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있음
- 의료기기 구매는 주로 정부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카자흐스탄 정부가 의료시장에서 실질적 구매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전 협력을 통해 참여하는 것을 추천
- 카자흐스탄 시장 내 주요 의료기기는 초음파기계, X-RAY, CT 촬영기, MRI 같은 진단 기기가 주를 이루며
신부전 및 신장이식을 위한 의료용품 등도 수출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
- 정부조달 시장이 가장 크나 민간병원도 증가 추세이고 정부 지원정책에 따라 국내 의료기 제조제품이 급속도로
증가 중
- 미국, 독일산 장비의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산도 시장 확대되고 있음
-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공공조달 분야 외국산 입찰 참가 제한 추세에 따라 현지화 생산 추진을 추천함
-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의 치과 시장이 성장 중이며, 특히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임플란트는 치과 시장에서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6∼7% 성장세
- 카자흐스탄 내 의료기기, 의약품 판매·수출을 위해서는 등록/인증 절차 필수이므로 유통 전 현지 Agent등을
통해 사전 인증 취득
- 등록/인증 신청서류 접수 및 증명서 발급은 영어가 아닌 러시아어/카자흐어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어 가능
인력이 없을 경우 에이전트 이용 추천

	(디지털헬스케어시장) 아직 초기 시장으로 시장 진입 기회는 많으나 시장이 형성되기까지 과다한 투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의료정보화의 경우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부 간 협력 사업을 통한 진출이 용이하며 기술 우위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관련 박람회에 지속적 참가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정부가 시행하는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여 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활동 추천
-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Web-Pacs나 병원정보시스템(HI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러시아의 보급형 병원정보시스템인 ‘1S’을 도입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됨
- EMR시장의 경우 대부분 1차병원 또는 2차병원 규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가의 대형 EMR이 구축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초기시장에는 소형 EMR위주로 OCS를 연계하면 경제성 있는 EMR 시스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오래된 공공의료기관 의료시스템에 대응한 첨단 의료장비와 IT 및 통신 기술을 적용한 현대화된
병원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의료기관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유의할 점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간기업 간
비즈니스에 대하여 정부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현지 병원과의 신뢰도를 확고히 구축하고
구체적이고 강력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임

	(의료서비스시장) 카자흐스탄은 평균 수명의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예방에 관심이
높아졌으며 높은 의료기술과 현대적 장비를 갖추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진료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
- 최근 한국을 찾은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의료관광 선택지로서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수한 의료기술 ▲의료기관 신뢰도 ▲최첨단 의료장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료비 ▲빠른 검진 서비스
▲외국인 환자대상 인적서비스 인프라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에는 터키,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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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로의 의료관광도 증가 추세에 따라 해외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의 질 개선 및
다각화가 요구됨
- 내한한 환자들에게는 의사의 소견을 가장 잘 전달해주는 러시아어 코디네이터의 역량에 따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만큼 실력 있는 의료코디네이터의 채용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필수적
- 카자흐스탄은 중국, 미국, 러시아만큼 큰 시장은 아니지만 중증환자 비율이 높아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 의료관광 위주에서 치료 후
서비스를 위한 원격 관리 및 의료컨설팅, 원내원(현지 병원 내 진료과 설치의 형태)진출, 한국형 병원 진출 등의
형태로 의료서비스 분야의 시장진출 확대 필요
-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도 중앙아시아 의료 허브로서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
자국민 환자의 해외치료에 민감한 상태이므로 앞으로는 의료관광 홍보보다는 새로운 의료기술 소개나 한국
의료기술 이전을 위한 의료연수 형태의 접근이 동반되는 것이 필요

□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 시 유의사항
	EAEU 간 통합 관세법 발효(2018.1.1.)에 따른 제품의 인증 및 인허가 등록문제
- 현재 모든 통관절차에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류 간소화 및 통관 업체 자격 등이 구체화 되었으며 회원국 간
합의된 의약품 등록 및 심사규정, GMP 기준 등은 EU 가이드 라인을 따름
- EAEU 회원국 간 과거에는 동일 품목에 대해 각기 다른 관세율이 부과되었으나 앞으로 동일관세율 적용 품목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므로 사전 확인 필요
- EAEU 회원국 별로 수출품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진출기업들의 주의 및 면밀한 조사가 요구됨
* 2018.1.1.일부로 통합 관세법이 발효됐으나 현재까지 통합법과 각국 관세법 충돌 부분 발생
* 인증 허가 제도의 통합된 기준 미적용 사례 발생, 실제 A국에서 인증 완료된 제품의 B국 수입 금지 등
* EAEU 역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역내 회원국 간 재수입되는 등의 경우 관세 수익 배분 기준 문제 등

	외국인의 노동 비자 취득 문제
- 카자흐스탄에 사업 목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비즈니스(노동)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처음 진출하는 경우, 법인의 성격(주식회사, 유한회사, 개인사업자, 대표사무소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을
통해 법인 등록 및 세무회계 등록 절차를 받아야 하며 최대 거주 기간은 1년이고 매년 만료기간 최소 2주 전에는
비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시장 정보 및 유통구조가 폐쇄적이며 마켓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부정확
- 카자흐스탄은 가치가 높은 고급정보의 경우에는 음성적인 루트와 고위 인맥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곧 카자흐스탄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진출업체에서는
카자흐스탄 내부의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
- 현지 기업의 재정 상태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피해 발생
카자흐스탄은 세무조사용 재무제표와 자체 관리용 재무제표가 다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바이어의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충분한 조사 필요

	관료적이고 복잡한 행정처리
- 간단한 서류에도 다수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중간결재자 휴가 시 승인 지연
- 카자흐스탄은 대체적으로 회신이 느린 편이며, 영어 메일에는 답신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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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거래 시, 제품제안서를 러시아어 혹은 카자흐어로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음
- 출장 시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을 동반하고 계약 체결 등 문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 필요

	신리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협력체계 구축
- 지난 몇 년간 카자흐스탄 텡게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자 유동성 악화, 파산 등으로 채무 불이행 사례 증가하여
대금 결재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무역보험 가입 등으로 바이어의
대금결제 의무 불이행에 대비가 필요하고 선수금 조건 등을 대금결제 조항에 추가하여 사전 예방 추천
-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은 사업을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기 보다는 오랜 기간 신뢰관계를 축적한 후에 협력파트너를 결정하는 것이 좋음

	외국인 고용에 관한 문제
- 현지 노동법상 카자흐스탄 국민 우선 채용 원칙에 따라 외국인이 현지에 투자(법인, 지사)할 경우 대표를 제외한
외국인 주재원의 노동비자 취득절차가 복잡해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되며 까다로운 공식절차로 인해 음성적인
관행(브로커 개입 등)이 만연
- 외국인력 쿼터제에 따라 외국인 직원 한명을 채용할 시에 현지 근로자 9명을 채용해야 하는 카자흐스탄 현지 법
때문에 과다 지출되거나 현지인만으로 구성된 법인 운영에 어려움 예상

	카자흐스탄 노무관리제도
- 고용계약체결 당시 급여는 각종 세금을 공제 한 순 급여액을 기준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세금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 카자흐스탄은 통상 주 5일(1일 8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업무 특성 또는 근무여건상 6일 근무제가 불가피한 사업장일 경우 하루 근로 시간은 7시간을 초과하면 안 됨
- 카자흐스탄 노동법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연당 24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됨

	기타 세무 회계 및 행정에 관한 문제
※ 카자흐스탄의 주요 세율
∙ 법인소득세 : 20%

∙ 부가가치세(VAT) : 12%

∙ 사회보장세(social tax) : 11% ∙ 재산세(property tax) : 1.5% (비영리기관 : 0.1%)
∙ 개인소득세 : 10%
∙ 국가 사회보장연금
※ 근로자는 국내인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10%를 국민연금펀드에 매월 연금을 불입하여야 하며, 고용주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와 국민연금펀드에 원천 징수한 연금을 납부하야여 함

Ⅳ

결론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으로 석유·가스·광물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안정된
정치∙경제 상황을 기반으로 꾸준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국가임
	최근에는 높은 수입의존도와 자원수출 위주의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여 제조 산업 시장으로의 개편을 위한
트렌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산업에서도 수입 대체 산업/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전체
보건의료 공급의 95%를 차지하는 공공조달에서 자국산 우대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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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은 외국기업에게 외산 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기업의 현지 생산체계 구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 제조
진출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자격 취득, 현지 금융지원 수혜, 역내 관세 특혜 등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인
이점이 있음. 따라서 현지 제조업체와의 생산 계약이나 기술 제휴를 통한 원료 공급 및 현지 생산 공장 진출
추진 등 현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이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접근 시도가 필요하며
이것은 현지 진출을 위한 또 다른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카자흐스탄의 보건의료는 공공의료가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전 국민 대상 무상의료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의료서비스 질의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난 20여 년간 보건의료
현대화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으며 병원건립, 국가 보건시스템 현대화, 의무적 사회건강보험시스템(OSMS)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와는 2011년 한-카 간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래 꾸준히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4월, 한-카 간 ‘Fresh Wind 2019-2022“경제 협력 프로그램 일환의 보건의료분야
이행계획을 체결하여 양국 간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입, e-Health협력, 의료서비스 및 의료인력 교류 등 4개
부분에서 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심각한 질병치료를 위한 선진 의료 기술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며 이를 위한 의료장비나
의약품에 대하여 해외 공급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의 관련 기업들에게 좋은 진출 기회가 될 것이며,
특히, 의료기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진단기기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전자
분석기술 등과 접목되어 미래의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함
	카자흐스탄의 제약시장은 자국의 제약 산업 육성과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도입, 정부 입찰시
현지 생산의약품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에 따라 GMP기준을 충족하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을
추진해 볼 것을 추천. 의약품의 경우는 당뇨, 결핵, 암 관련 의약품이나 백신 및 면역 바이오 의약품, 항균제,
신부전 치료제 등의 수요가 많으며 한국 제약기업이 강점을 가진 복제약과 개량신약의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뷰티시장의 경우는 세계금융위기와 텡게화 디벨류에이션 등의 경제 환경 속에서도 매년 7-8%가량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분야임. 한국산 화장품의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 유망 품목으로는 마스크 팩이나
노화방지, 네일케어, 의학효과를 부각시키는 전문화장품, 지역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 제품
등이며 틈새시장으로 부각되는 남성용 화장품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분석됨. 아직까지 오프라인 전문
뷰티숍 등의 판매가 주를 이루지만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온라인 시장을 겨냥한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등 인터넷 기반의 비(非)대면 마케팅을 더욱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시장 진출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는 COVID-19 팬데믹의 위기 상황 속에서 AI를 활용한 코로나 체외진단 키트의 개발이나 코로나19 감염의 조기 진단 역량, 각 종 정보전달 앱을 활용한 투명한 정보 공개, ICT기반의 첨단 의료시스템
환경과 우수한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신속한 정부의 방역 정책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 등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의 모범사례로 WHO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IT강국의 면모와 우수한 제조기반 및
의료기술 역량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한국의 진단 시약,
의료시스템 및 의료 IT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수출기회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 형태 다변화 및 상품 마케팅 고도화/차별화와 기술 협력을 통한 현지화 진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 나라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을 포함한 러시아·CIS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은 각 국가 간 상호 보완적인 요인 덕분에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의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보건의료산업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안정적 글로벌 가치사슬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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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로서는 북방국가 들과의 성공적인 경제협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CIS 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북방 경제성장
공간을 선제적으로 개척하고 북방국가들의 특성에 따라 정부 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 전략과 EAEU를
활용한 투자 진출 다각화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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