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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보건의료를 찾아가기 위한 첫 번째 탐방

무상의료의 원조, 영국의 경험과 고민 
(2011년 7월 2일(토) ~ 7월 9일(토), 8박 9일, 영국 런던)

1. 탐방 취지 및 목적

○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향후

닥쳐올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의 전망을 둘러싼 논의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

습니다.

○ ‘무상의료’의 원조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을 탐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에서의 논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60년이 넘는 NHS의 경험과

현재 안고 있는 고민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과 대안을 찾는 상상력에 자극제가 될 것입

니다.

○ 이에 영국의 수도 런던을 방문하여 의료기관, 행정기관, 민간보험사 등을 두루 방

문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경험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우리 사회 전체에게 보고하여 함께 나눌 것입니

다.

2. 주요 탐구 주제

① 영국의 1차의료의 현황과 최근 정부의 개혁 방향

② 영국 NHS 행정관리, 재정관리에서의 경험과 고민

③ 영국 NHS 민영화 추진 현황과 영국의 민간의료

④ 영국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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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요

○ 주 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한겨레 르몽드디플로마티끄

○ 일 정: 2011년 7월 2일(토) ~ 7월 9일(토), 7박 8일

○ 방문지: 영국 런던

○ 방문일정 및 프로그램 (안)

일정 방 문 계 획

7/02(토) 한국 인천공항 → 영국 런던

03(일)

<Orientation>

1. 영국 NHS의 역사와 최근 동향

2. 영국 국민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건강정책

04(월)

<1차의료 탐방>

오전: NHS Alliance 방문

오후: 런던시내 PCT(Primary Care Trust) 2곳 방문

저녁: 토의 - 영국 1차의료의 장점과 단점, 고민

05(화)

<병원서비스 탐방>

오전: UNISON(영국의 공공노조, NHS 노동자 참여)

오후: 2차병원 방문

저녁: 토의 - 영국 병원의 현실

06(수)

<영국의 민간의료 탐방>

오전: 병원 (pay bed 운영하는 병원, 런던)

오후: BUPA (private health insurance company)

BMA (British Medical Association)

저녁: 토의 - 영국 민간의료의 현실과 진로

07(목)

<NHS 행정관리>

오전: King's Fund

오후: London Strategic Health Authority

영국 정부 Dep. of Health

저녁: 토의 - 영국 무상의료 행정체계의 고민

08(금)

<NHS 민영화>

오전: Socialist Health Association (chair: Dr. Brian Fisher)

오후: Keep Our NHS Public (John Lipetz / John Lister)

영국 노동당 의원과 간담회

저녁: 토의 - 영국 NHS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09(토)
오전: 종합토의

오후: 귀국 (※ 한국 도착 예정 7월 10일(일))

※ 일정 및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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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 신청

○ 1인당 참가경비: 275만원 (항공료+호텔료+식사+통역+가이드 등 포함)

○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 동일기관 소속의 경우 참가자 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 방법

- 전화: 070-8658-1848, 070-8659-1848

- e-mail: phikorea@gmail.com

※ 필수정보: 이름, 소속, 연락처(핸드폰 and e-mail), 여권번호, 여권영문명

○ 참가비 입금 계좌: 신청자에게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5. 참가자 사전모임

영국 의료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참가자 사전

모임을 2차례 진행합니다. 여행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1차 모임: 6월 03일(금) 오후 7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차 모임: 6월 17일(금) 오후 7시, 시민건강증진연구소

★ 문의: 070-8658-1848, 070-8659-1848

kcb0507@hanmail.net (담당: 김창보 연구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