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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일차의료기관의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 여부에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 중 이메일 주소가 등록된 회원 약

8,919명의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사회의 협조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총 216개 일차의료기관중 최종 173개

일차의료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의사 특성, 의료기관 특성,

경영상태 등이며, 종속변수는 일차의료기관 의료관광 외국인진료 여부이다.

독립변수 특성별로 의료관광 외국인 진료여부 차이는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

하였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한 후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외

국인 진료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에 응답한 173개 의료기관중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를 실시하

는 곳은 서울 43개 의료기관, 서울 외 지역 7개 의료기관으로 총 50개(28.9%)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 실시 여부는 남자보다 여자가 1.728배, 연

령에서는 60세 이상보다 –39세가 1.125배, 개원지역은 서울보다 서울 외 지역

에서 1.471배 높았으며, 의사 수, 평균 외래 환자 수, 병상 유․무, 등은 의료

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진료과목에서는 내과계 보다 비급여진료계 4.166배, 복수진료과목

6.002배 높았으며, 간호사 수, 그 외 직원 수, 의료기관크기가 넓을수록, 현재

부채규모 많은 경우, 예측 전망이 좋은 경우가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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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기관의 주된 수입구조인 건강보험 급여와, 점차 의사 수

가 늘어감에 따라 의료시장의 공급확대로 인해 수익증대를 위한 경영의 어려

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로인해 비급여진료, 복수진료, 간호사, 의료기

관 크기 등과 관련된 현재 부채가 많을수록 경영 개선을 위한 활성화로 의료

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요구사항으로는 의료통역

인력양성, 홍보마케이팅 지원, 시설 개선금 지원, 의료관광 상품개발, 의료분쟁

소송지원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동안 일차의료기관의 반대가 높았던 영리

법인 도입에 대한 요구는 보통으로 과거에 비해 변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일차의료기관의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 여부에 대한 분석으로 기존

의 일반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비해 일차의료기관의 의사특성, 의료

기관특성, 경영상태가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

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에 대해 정부의 관심

과 정책적인 지원이 시작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일차의료기관

의 노력으로 일구어온 비급여 부분의 미용․성형․피부․건강검진 등의 경증 진료

이외에도 급여 진료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활성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에 미치는 요인 및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요구도에 대해 분석한 이 연구는 앞으로 의료관광 외국

인 환자 진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일차의료기관,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영리법인, 의료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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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료관광산업

으로서는 아직까지 초기 성장단계라고 볼 수 있는바, 전체 외국 방문객 중 의

료관광객의 비중이 낮은 수준이고 의료관광 수출액 규모도 OECD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1) 또한 침체되어가는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수준

높은 전문 과목별 의원급 외국인 환자 진료로 의료관광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경영개선을 연구하고자 한다. 오늘날 국내 의료시장은 단순한 의료서비

스 산업을 넘어 해외 환자들을 영입할 수 있는 발전된 의료기술과 저렴한 국

제수가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관광 외국인환자들의 영입은 한국 의료시장

내부의 경쟁을 넘어 나라 전체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화의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는 고수익 고성장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에서도 의료와 관광을 접

목하여 일자리 창출과 외화 획득을 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

외환자 유치 수준은 국민 의료서비스 총 소비량 기준으로는 미미하지만, 국제

적으로는 의료서비스 기술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수 증가

및 아시아 지역의 한류 열풍 등으로 피부, 미용, 성형, 근시교정, 수술 등과 같

은 고급 영역의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영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국민들에게는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접근성으로 중심으로 설계된 “저수가 - 저급여 -

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어 양질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기에는 제한적이다

1) 2007년도 OECD 주요국의 의료관광 수출액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62백만 달러(4.4%)이며, 미국

은 2,310백만 달러(11.6%), 체코481백만 달러(48.6%), 터키 409백만 달러(23.7%), 멕시코 311백만 

달러(13.3%), 이탈리아 218백만 달러(14.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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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와 이원찬, 2011). 이러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과목에 따라 일차의료기

관의 전체 수익 중 급여부문에 발생한 수익이 96%(임금자, 최진우., 2003)정도

로 건강급여 의존성이 매우 높은 현실에서 새롭고 획기적인 수가인상은 현실

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우수한 의료 인력과 수준 높은 의

료 기술의 효용성과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발전적인 지원방향

으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지원을 연구하여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상품

경쟁력 및 경제적 향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현재 소규모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외래환자 감소, 인건비 증가, 간호사 등의 인력난과 더불어 대형병원으로의 환

자 쏠림 현상 심화, 최근의 극심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증

가 되고 있는 현실(박일현, 2009)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

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를 통해 경영난을 해소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국내의 선진 의료기술 대비 저렴한 의료비용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은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가격 경쟁 면에서 유럽

이나 미주에 비해 매우 저렴하면서도 세계적인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늦

은 출발이지만 동남아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9년 5월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국내의료기관들도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이 허용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마

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관광은 작게는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가의 경쟁력 전쟁이 되는 의료근간의 산업이다. 의료관광 개념은 자

신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킬 목적으로 집을 떠나 행하는 레저 활동(Laws, 1996)

으로 외국인이 자국을 떠나 타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이제

의료시장은 수백 만 명의 의료관광객이 지구촌 국경을 넘나들며 의료쇼핑을

즐기고 있다. 국가 간의 의료장벽이 무너진 지는 오래고, 대륙 간 장벽마저도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삼정KPMG, 2009). 한국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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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 의료관광을 국

가 차원의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황재영, 2010).

이 연구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의료관광 외국인 진료 여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 일차의료기관이 의료관광 외국

인 환자 진료시 정부의 지원 정책지원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의

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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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사의 특성 및 의료기관의 특성, 경영

상태 파악, 의료기관의 예측 전망 등에 대한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 여부

에 따른 현 실태와 요인을 살펴보고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활성화를 위해 일

차의료기관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와 의료관광 산업이 더불어 발전하도록 기여하

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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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일차의료기관 정의 및 경영현황

1978년 세계보건기구는 일차의료란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는

지역사회의 개인, 가족이 일반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방법으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그들

의 지불능력에 맞는 보건의료 수가로 제공되는 필수적인 보건의료”라고 정의

하였다.

성창현(2013)은 의원의 경우 가벼운 질환에 대한 동네의원 이용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고, 만성질환 등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역할을 해야 한

다고 하였다. 이상주(2013)는 일차 의료는 ‘가장 처음 만나는 진료’로 중증도

여부를 판단 조정하는 문지기(gatekeeper)역할이라 하였다.

주 5일 근무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의

극복 방안으로 대부분의 개원의 들은 토요일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진료 하고 있으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 진료하는 경우도 상당수로 개원의의

44.4%는 야간 및 공휴일 에도 진료하며, 8.5%는 일요일에도 진료하며 주당 평

균 진료시간은 50.1 시간에 달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 40시간

을 크게 상회 하였다(박윤형 등, 2012). 현실적으로 휴무일과 토요일 오전 진

료(09-13시)에 대한 가산 진찰료는 아직 실현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2)에 의해 보건의료종사들에게는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에 대해서는 법정 인건비3)를 지급해야 하는 현실이다.

2)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 할 수 없

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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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료수가체계에서는 환자의 수가 의원의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진료 환자 수 조사결과 의원의 일평균 환자 수는 63.9명,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일평균 53.6명,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80명), 재활의학과(67명), 가

정의학과(65명)순으로 많았고, 기타신경정신과계(23명), 산부인과(24명)가 적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5명으로 가정 적은 반면 군 지역은 73명에 달했다(박윤형

등, 2012).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

보험적용대상이다. 단기간에 의료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풍부한 전문의로부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으며(성창현, 2013) 이로 인

하여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양호 하지만, “저보험 - 저수가 - 저급여”로 인

하여 의료보장의 최 일선에 있는 개원의들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의원의 경

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7-2011년 5년간 의원 폐업률은 평균 6.3%에

달한다. 5년간 해마다 평균 1704곳의 의원이 간판을 내렸다(이상주, 2013) 이렇

게 적지 않은 의원이 경영난에 처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의원은 폐업하거

나 자신의 전문과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서는 “적정보험 – 적정수가 - 적정급여”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 건강보험체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개선되기에는 많은 자본력과 시간적 어려움

이 많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는 접근성은 뛰어나나 국민들의 의료비 자

기 부담률은 멕시코와 미국 다음으로 높다(삼정KPNG, 2009). 일차의료기관이 정상적

으로 운영 되어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의료 전반이 저비용

– 고효율로 운영 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박윤형, 2012).

3)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

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

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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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고속도로 및 KTX를 통한 교통의 발전으로 전국의 이동 시간이 2시

간 반으로 좁혀지면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BIG5(가톨릭의대, 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병원 또는 전문병원4)으로 환자쏠림

현상에 의해 의료전달체계5)가 무너지면서 전국의 일차의료기관은 환자들로부

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경증 외래 환자마저도 의료장비와 시설이

좋은 전문병원, 종합병원을 선호하고 있으며, 대형병원 역시 병상확대로 인한

적극적인 환자 유치 활동을 하면서 지방 환자들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

는 현상6)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가 구성 되어 있음에도 현재 의료전달

체계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좌용권(2013)은 의료기관 종별 기능 미분화로 인한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의료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보건의료자원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 연구중

4)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

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0.1.18.)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

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

정 2010.1.18.)

⑥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5) 의료전달체계 : 일차의료기관은 외래환자 위주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차.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위주의 지역거점 기능을 3차 의료기관은 희귀질환 위주 연구 및 교육 기능을 강조하면서 유

기적으로 협조하는 것(민혜영과 이정찬, 2010).

6)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원정 지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

료비용이2008년 이후 매년1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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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원)을 명확히 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복 성을 피하고 자원의 이용이

효율화 되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병상 공급량은 OECD평균대비 1.7배

가까이 많다(삼정KPNG, 2009)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규모와 지역을 가리지 않

고 무한 생존 경쟁 상태로, 의료기관 대형화에 따른 환자 유치 또는 환자 이

동은 열악한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의원급 의료

기관의 평균 생존기간은 치과의원이 4.9년으로 가장 길었고, 의원과 한의원은

각각 4.5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품·의료용품 소매업은 4.2년으로 더욱 짧

다(이재형, 2012).

박윤형(2012)7)은 일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36%가 평균 3

억 5천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평균 5억2천만 원

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의원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일차의료기관의 2002년 평균 총수익은 268,578,603원으로 조사되었

으며, 이중 약 95.53%인 251,191,938원이 건강보험 급여수익에 해당되며, 비보

험급여수익8)17,386,665원이 된다(최진우, 2003). 이와 같이 일차의료기관의 절

대적인 수입은 건강보험 급여수익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는

급여부분 의료서비스와 비급여부분 의료서비스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만, 진

료과목에 따라서는 의료기관의 전체 수익 중 급여부문에서 발생한 수익이

96% 정도에 이르는 등, 급여부문에 의한 영향이 절대적 이라 할 수 있다. 의

료서비스 제공 보상이 원가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구조와 야간 및 공휴

일 진료에 따른 낮은 수가 가산 율은 80% 이상을 건강보험 진료수익에 의존

하고 있는 일차 의료 진료과목 중심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상태에 큰 도

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다(정설희, 2005).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

소에 따르면 현재의 의원 경영 여건에 대해 의원의 10.7%는 ‘의업 자체를 포

7) 의료정책연구소 한국캘럽연구소 의뢰 조사 - 빚에 허덕이는 동네의원들, 미래 희망도 잃어. 

8) 일반 환자,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



- 9 -

기하고 싶은 심정’, 65.9%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을 뿐’ ‘이 정

도면 할만하다’고 응답한 의원은 18.3%에 불과, 의원의 31.0%는 경영난 극복의

일환으로 이미 진료영역을 확대하였으며, 6.7%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

으며, 그 밖에 경영난 극복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의원이 51.0%.

의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에는 의료소비자가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임금자, 2006).

의료서비스 산업은 차세대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대의

흐름에 현재 일차의료기관은 현재 국내의 의료전달체계로는 환자의 쏠림 현상

이 전문병원과 삼차의료기관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도산에 이르는 경영 한계로

몰리고 있는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은 수익증대방안으로 진료영

역 확대 54.0%, 비용절약방안의 경우 관리비 축소 방안 43.7%를 선호하는 것

으로 조사 되었으며(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1), 서울대학교 경영연

구소(2001)에 따르면 의원에 대한 경영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의원자체의 수

익 및 비용의 측면보다는 의원을 직접 경영하는 개원의사 관점에서의 수익 및

비용에 대한 분석이 강조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의사의 가처분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일차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관련된 다른 조직이나 기관 특히,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이를 이용하

는 소비자에 대한 관계형성이 없다면 이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 이 될 것이다

(민혜영, 2008).

2. 진료비 급여 체계 및 건강보험 의료수가 책정과정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함)의 요양기관에서 제

공하는 의료서비스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의 경우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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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9)

비 급여진료(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비급여 진료는 법정 비급여와 임의비급여로

나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10)에서는

법정급여를 4개의 범주로 규정되어 있고 신의료기술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도 여기에 포함된다(표 1). 보험제도 밖에서 운영되는

임의 비급 여란 현재 건강보험법에서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환자의

요구 또는 의료인의 진료 상 필요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요양

기관이 그 비용에 대해 환자에게 청구 하는 것이다(김계현, 2011).

9)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➁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법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➂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 관련)

1.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아너

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의학적 윤리를 견지하여 환자에게 심리적 건강효과를 주도록 노력하

여야 하며, 요양상 필요한 사항이나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에 관한 지식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해

하기 쉽도록 적절하게 설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다.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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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기 준

법정

급여

❍안전성·유효성이 있으며, 보험급여원리에 부합되는 행위

- 질병·부상 등에 대한 치료 목적의 경우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인 경우 등

➀질병치료에 필요하고 보편적으로 시술되는 경우

➁유사 또는 대체 가능한 해우이와 비교시 보험재정에 변화가
적은 경우

법정

비급여

❍ 건강보험 급여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

➀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➁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➂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➃기타 진단서 발급 등 직접적 진료목적 이외의 경우 등

❍ 안전성 유효성의 확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고 향후 의료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실시 대상, 실시기간 등 요건을 정하

여 비급여

표 1. 급여 및 비급여의 결정기준

신영석(2013)은, 수가를 제공된 서비스의 가격이라 정의하였다. 가격은 우리

나라 의료보장체계의 방향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인력, 장비 등 의료자원의 배

분, 적정보상에 따른 적정 서비스량의 제공,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수준 등이

적정 수가 여부에 따라 결정 된다고 하였다. 건강보험 의료수가는 1994년 의

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의료행위 수가제도로서 자원기준 상대가치의 개발을 제

안하였으며, 1995년 7월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협의회에서 시행방안을 마련하

여 국민건강보험의 주된 의료수가 모형으로 자리 잡았으며(김양균, 오현종, 박

정식, 2012),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현행수가11)는 진찰료(이정찬 등,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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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구분

초진 재진

진찰료
기본

진찰료

외래

관리료
진찰료

기본

진찰료

외래

관리료

의원 188.11 155.57 32.54 134.47 98.03 36.44

병원 208.86 155.57 53.29 151.37 98.03  53.34

종합병원 232.23 155.57 76.66 174.84 98.03 76.81

상 급 종 합

요양기관
255.79 155.57 100.22  198.31 98.03 100.28

2)12) 지불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지불되는 행위별 수가계약

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대가치는 실제 업무량, 투입시간, 위험도 등을 반영

한 실 제치로(신영석, 2013) 상대가치점수는 환산지수13)(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와 더불어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핵심으로 행위별로 정해진 상대가치 점수에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하거나,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에서 결정하는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를 곱한 값이 진료수가 가 되는 것이다(표 2).

표 2.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

                                                     (2011년,단위 : 점)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상대가치 점수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달라지는 점수 당

단가와는 달리 고정 값으로 점수 당 단가를 달리해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

률 등 의료비용 변동 요인을 반영하여 책정 하고 있다.

11) 수가 :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고시 제010-112호. 2010.12.20)”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010-123호 2010.12.24)”에 의해 결정 

12) 진찰료(outpatient care)는 기본진료료에 속하며 초진(new patient) 진찰료와 재진(established 

patient) 진찰료로 분류 됨

13) 환산지수(점수당 단가) : 상대가치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주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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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점수는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값은 아니고 5년마다 전면 개정14)을

통하여 설정되어 개정된 값이 총점고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 법규에도

불구하고 실제 요양급여비용이 계약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려우

며, 현행 건강보험 수가구조는 복잡성, 의료기관 회계의 부정확성, 수가 산정

기준에 관한 견해의 다양성 등 연구자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구조적 요인(김양균, 2012)이 존재한다.

3. 의료관광 정의 및 유형

가. 의료관광 정의

의료관광 정의에 대해 OECD는 한 국가의 국내 의료서비스 공급업체(병원

등)가 외국인 방문객(non-resident visitors)를 대상으로 의료 시술을 제공(김

근종, 2012)하는 것 이라 하였으며, 관점이나 지역 및 국가, 학자들에 따라 다

소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 국내·외 학자들의 의료관광 및 유사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이자형, 2012) Goodrich(1987)는 의료관광이란 “건강관련서비스

(healthcare service)나 시설을 의도적으로 촉진 홍보함으로써 관광자를 끌어

들이는 관광 시설이나 목적지”라고 정의했으며, Medlik(1996)은 “건강과 에스

테틱관련 리조트 방문 또는 질병치료 미용관리와 치료로 부터 건강과 휴양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주된 목적으로 다른 장소를 방문 하고 여행 하는 것 이

라고 보건관광(health tourism)을 정의” 하였다, 또한 의료관광은 환자가 진료

와 휴양 및 관광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흔히 의료기술 수준은 높되, 진료비

13) 상대가치 5개년 개정사업 : 상대가치점수 제정(2001년)이후 변경된 상대가치 변화를 반영하고 점수

불   균형이 심한 행위 조정을 위해 2005년에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정 

시(2008년) 급격한 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신상대가치점수의 20%씩 5개년 동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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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저렴한 국가로 진료를 받기위해 여행 하는 것(김신정과 오진아, 2011).

또 Law(1996)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개선 시 킬 목적으로 집을 떠나 여행하

는 레저 활동”으로, Connell(2006) 특정한 치료가 개입(specific medical

interventions), Carrera & Bridges(2006) 개인의 정서적 신체적 웰빙

(well-being)을 유지하고 향상 시키며 회복하기 위해서 제한적인 환경에서 벗

어나 조직적으로 구성된 여행으로 의료관광을 광범위하게 정의 하였고, 전통

적인 의미로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면서 동시에 수술(surgical care)이나 기타

의료서비스(medical care) 또는 치과치료(dental care)를 받기위해 외국으로 장

거리 여행을 하는 행위(Connell, 2006)로, 한사람이 레저나 비즈니스, 기타 목

적과 직 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나 해외로 여행

하는 일련의 행위(Jagyasi, 2008). 국내에서는 관광을 중심으로 일정 중에 의

료 및 건강관리 미용 등과 연계되거나 또는 경증수술 후 관광 및 휴양과 연계

되는 관광객 중심의 ‘의료관광(medical tourism)’과 중증수술 및 처치를 주요

목적으로 국가 간 이동을 추구하는 해외환자 중심의 ‘치료의료여행(medical

travel)'으로 구분(유지윤, 2008),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혹은 육체적 정신적 아

름다움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이익집단(special interest group)이 선택하

는 관광의 유형(황여임, 2005)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에 휴양 문화 활동 등

관광활동을 결합 관광 상품화 하여 인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활동의 총체(조구현, 2006)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보건 분야에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부문을 개발하고 관광을 상품화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

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우수한 보건 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보건관광프로그

램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재외한국인 포함)에게 제공함으로서 관련 산업분야

의 발전을 꾀하고 아울러 외국인 유치를 통한 외화 획득 등 국가경제에 이바

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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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관광 유형

의료관광의 유형으로는 의료클러스트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개발 메디클러스

터 의료관광복합단지 건강 문화 클러스터 허브형 의료복합단지’, 의료관광 상

품은 질병 치료관광 상품, 미용 성형 의료관광 상품, 휴양 의료 관광 상품으

로, 의료관광 산업은 교육연구개발유형, 중증치료형, 선택치료형, 복합형으로

구분하였고(유명희, 2009), 순수질병 치료목적 유형으로 관광의 요소가 배제된

의료서비스만 제공받기 원하는 형태로 암․심장 수술 및 기타 수술 목적으로

타국을 방문하는 환자로, 선택 진료 목적 유형으로는 간단한 미용수술이나 개

인의 심리적 만족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성형수술 혹은 안과 치과

진료와 현지 여행을 겸해 타국을 방문하는 환자의 경우로 수술 및 시술 후 현

지 문화체험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우봉식, 2010).

휴양을 겸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계층(rest seeker),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를 얻고자 여행을 하는 계층으로 자국에서 즉시 얻을 수 없는 장기이식과 같

은 의료서비스를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받는 것(essential seeker), 본국에서 이

용이 가능하지만 고액의 비용 때문에 해외에서 의료서비스를 구하는 계층

(arrordable healthcare seeker)으로 구분하였고(Yap, 2006), Muller &

Kaufmann(2001), Healthcare tourism은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관광,

Wellness tourism은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의 관광, Medical tourism은 건강을

회복하는 차원의 관광으로 국내외 학자들은 의료관광 유형을 표3과 같이 구분

하였다.

김신정과 오진아(2011)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의료관광의 유형을 크게 3가

지로 의료서비스, 미용성형, 대체요법으로 구분하였는데, 의료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검진, 암수술, 심장수술, 골수이식, 장기이식 등을, 미용성형은

가슴확대술, 얼굴주름살제거 시술 등이며, 대체요법은 온천, 방향요법, 동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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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객유형 내 용

A(Suppresser) 건강이 회복됨으로써 관광에 적극성을 보이며, 새로운 관

광지를 찾아 나선다

B(Explorer) 건강진단(아프기)전과 같이 관광 성향을 보인다.

건강상태는 여행의 방해요인이 아니며, 건강진단 전에 방

문했던 관광지를 다시 찾는다

C(Innovator) 건강진단 전과 같은 관광 성향을 보인다. 건강상태가 여행

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며, 관광지를 선택할 때 건강관련

시설을 고려한다.

D(Recipient) 관광 성향이 감소한다. 건강과 소득이 여행을 방해하는 요

인이 되며, 국내여행이나 패키지여행을 선호 한다

E(Industrialist) 관광 성향이 감소한다. 건강과 소극이 여행을 방해하는 요

인이 되며, 국내여행이나 VER(visiting friends and

relatives - 친구/친인척 방문)여행을 선호 한다

F(Non-traveler) 여행에 대한 동기도 없으며, 여행도 하지 않는다.

건강 상태가 나쁘다.

법, 요가 등이다. 의료관광은 넓은 의미의 헬스관광의 개념으로부터 파생하였

다. 헬스관광은 몸과 마음에 관한 개인의 웰빙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고, 회복하

기 위해 자기 거주지를 떠나는 여행을 의미한다(고태규, 2012).

표 3. 의료관광객 유형 분류

출처 : 고태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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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계평균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영국 인도

기대수명(2008년) 68.3 80 83 74 78 80 64

건강수명(2007년) 59.7 71 76 66 70 72 56

차이 8.6 9 7 8 8 8 8

4. 의료관광 현황

가. 인구의 노령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구의 노령화는 세계적으로 각국의 기대 수명이 늘어

남에 따라 국가적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

가별로 건강보험의 형태와 이에 따른 의료복지 현황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

고 있으며, 각국의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다(표 4). 개인들은 자국의 건강보

험 복지와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본인과 가족 건강을 위해 타국의 의료서비스

와 관광을 복합한 의료관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26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통계청,

2012). 앞으로 100세 시대 현실에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건강을 살피는 노

력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표 4. 각국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출처 : 한국의료관광공사 총람, 2012

선진국 일수록 국민 개인들은 자국의 건강보험 복지와 개인의 경제력에 따

라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타국으로 의료와 관광을 복합한 의료관광을 모



- 18 -

색하고 있다. 전병왕(2013)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세계적으로 저비용 고효

율의 보건의료체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0년 기준 GDP(국내총생산)대비 의

료비 지출은 7.1%로 OECD 평균 9.5%보다 낮으면서 평균수명은 80.7세, 영아

사망률은 천 명당 3.2명으로 OECD 평균(79.8세)보다 높은 건강성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2006년 Conference Board in Canada에서는 기대수명, 영아 사망

률, 보건 인력 등 지표분석결과 우리나라를 OECD 24개국 중 5위로 평가하였

다고 한다.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국내 건강보험은 세계최고의 수준

이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국가 경제력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면

의료관광 외국인 진료에 활성화를 불러 올 것이다.

나. 국내 현황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과거,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환자들의 경우는 선진국으

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갔지만 이제는 의료선진기술 발달과 더

불어 국가 신뢰도 향상, IT 기술의 발전으로 정부에서도 의료관광산업을 국가

산업 발전 목표로 정하고 힘을 기울이고 있어 그동안 의료관광 산업발전의 한

축을 이끌어 왔던 일차의료기관 현황을 정비하여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

시장의 틈새시장 개척으로 기존의 시장과 차별화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앞서가는 통신망과 IT 기술로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 의료기관 뿐 만

아니라, 일차의료기관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원거리 환자를 위한 U-Health 산

업의 기술혁신이 도입되면 환자 대면의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넘어 환자의

직접 대면까지 One-stop 시스템 의료서비스가 일차의료기관에서도 시행된다

면 의료관광의 메신저 역할은 일차의료기관에서 더욱 발전 될 것이다. 우리나

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와 국가 주도의 재정 관리를

특징(김기남, 2013)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산업의 장점으로 세계적인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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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준, 친절한 서비스, 저렴한 진료비용과 더불어 진료대기 시간이 매우 짧

아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장점에 의해 그동안 일차의료기관에서 의료관광

외국인 진료가 발전 할 수 있었으며, 2009년 5월 의료법(제27조2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의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알선행위 허용으로 도

입 되어 동남아의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에 이어 우리나라도 의료관광국으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은 국제 의료관광시장의 후발주자로 나서

면서 이제는 의료기관 스스로가 의료관광 상품을 구상하고 자원을 만들어 국

제 시장에 적합한 상품을 내놓아, 세계인의 구매력을 자극시켜 의료관광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특정 전문 과목의 네트워크 형성이 활발히 조성되고 있으나, 전체적으

로 일차의료기관의 기관별 시장형성보다는 협력을 통한 기관별 자원 공유화로

의료기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와의 협력으로 일차의

료기관의 전문과목별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세계 각국별

의료소비자들의 개성과 요구에 맞춤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

다. 특히 일차의료기관의 주요 의료관광 상품인 건강검진, 성형, 미용, 피부,

척추 등의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 전문과별 지역별 차별화로 적정 의료비, 적정 서비스 제공 등의 공동 협력

으로 최종 소비자들이 국내 의료상품을 믿고 신뢰하여 구매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5.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국내 의료산업은 우수한 의료인력, 의료기기, 병․의원 환경개선 설비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된 의료기관 글로벌화로 국내의료서비스 수준과 가격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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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수출경쟁력을 충분이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보건의료제도개선위원회(2007)에서 의료

서비스 수출전략수립 10대과제로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국부창출 및 의료서비

스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로 민․관 협의체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

회’를 구성하여 의료기관에서 어려운 홍보 및 마케팅, 통역, 코디네이터지원,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제도, 환경개선 등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관광공사, 2007).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르는 고부

가가치로 의료기기, 의료장비, 관광, 숙박, 쇼핑 등의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

출로 국가 실업률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케어를 위

한 건강한 동반자도 함께 함으로써 유발되는 융복합(convergence)15) 산업으로

경쟁력은 매우 높다. 외국인 환자 주요과목별 진료현황으로는 초기 비중이 높

았던 건강검진, 피부 · 성형 비중이 감소 추세인 반면, 내과·한방 진료 지속 증

가 추세로 내과계열, 건강검진, 피부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의 5개 진료과목

이 73.9%(‘09년), 68.9%(‘10년), 68.0%(‘11년)로 주요 진료과목에서 한방 및 기

타 진료과목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확대 되고 있다(그림 1).

그림 1. 외국인 환자 주요 진료과목별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2012

15) 융복합(Convergence) :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일. 일반적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체나 어떤 현상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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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0 2011

계 비중 계 비중 계 비중

미국 13,976 32.6 21,338 32.4 27,529 27.1

일본 12,997 30.3 11,035 16.8 22,491 22.1

중국 4,725 11.0 12,789 19.4 19,222 18.9

러시아 1,758 4.1 5,098 7.7 9,651 9.5

몽골 850 2.0 1,860 2.8 3,266 3.2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의료관광총람(2012)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의료법 개

정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관들도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 후 실적 결과, 의료

관광객 유치실적 및 향후 경제적 파급효과와 전망에 의하면 2009년 해외환자

유치인원 60,201명 동반자 수는 배가 넘는 13,060명으로 환자 1인당 평균 2.1

명의 동반자가 동행, 의료 관광 수입 1,509억 원, 1인당 지출액 193만 원, 경제

파급효과 고용창출이 1,915명, 취업유발효과 3,199명 등으로 확인 되었다. 앞으

로 2015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해외환자유치는 3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이

에 따른 의료관광수입 12,740억 원과 55,101억 원, 취업유발효과 27,009명

~116,814명, 고용유발효과 16,180~69,978명, 생산유발 효과는 21,769~94,151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일반 제조업의 기계화로 인한 고용창출 감소와 고령화시

대의 높은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수출 성장이 국가성장동력산업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방문 국적별 현황 수 통계에

따르면 국가별 외국인환자의 방문은 2009년과 2011년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캐나다 순으로, 2010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국적별 현황으로 미국

에서 3년간 총 62,843명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표 5. 외국인 환자 방문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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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0 2011

총

방문자
의원 비중

총

방문자
의원 비중

총

방문자
의원 비중

미국 13,976 1,975 14.1% 21,338 2,662 12.5% 27,529 3,722 13.5%

중국 12,997 1,756 13.5% 11,035 4,696 42.6% 22,491 8,557 38.0%

일본 4,725 3,284 69.5% 12,789 2,894 22.6% 19,222 5,712 29.7%

러시아 1,758 201 11.4% 5,098 258 5.1% 9,651 648 6.7%

몽골 850 134 15.8% 1,860 214 11.5% 3,266 377 11.5%

외국인 환자 의원 방문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방문 중 주요 5개 국가별

로 방문 현황을 보면 일차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방문한 5개국 기준으로 2009년

일본3,284명(69.5%), 미국 1,975명(14.1%), 중국 1,756명(13.5%), 러시아 201명

(11.4%), 몽골 134명(15.8%)순이며, 2010-2011년 2년간 중국 13,253명, 일본 8,606

명, 미국 6,434명, 러시아 906명, 몽골 591명으로 의원급 방문이 높았으며, 미국을

제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중국, 일본의 외국인환자가 우리나라의 일

차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대한 신임도가 높아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다(표 6).

외국인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 현황(전체 방문 중 주요 5개 국가별)은

2009년 7,350명, 2011년 10,724명, 2011년 19,066명으로 3년 동안 높은 성장률의 증

가로 일차의료기관을 방문 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는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의 높

은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의료산업 의료서비스 의료기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호감

을 보이고 있다.

표 6. 외국인 환자 의원 방문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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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연령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환자는 10대부터 60대 이상

까지 연령별로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에는 20

대 12,441명 22.2%, 30대 11,649명 20.8%, 40대 10,928명 19.5%로, 2010년 20대

18,264명 22.7%, 30대 17,649명 22.0%, 40대 15,410명 19.2%로 나타났으나

2011년도에는 30대가 26,014명 21.3%, 20대 25,051명 20.5%, 40대 23,303명

19.1%로 세대별 계층을 넓혀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7에서의 결과

를 예측하면 10대미만의 환자는 2011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소아청소년의

중증치료를 위한 것은 감소하였으며, 20대 미만에서는 2009년과 2010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외국인 환자가 2011년에 10,224명 8.4%로 새로운 세대 창출

이 이루어진 것은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K-POP 및 드라마, 영화 등 세계적 문화 예술과 더불어 우리의 의료기술력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의 결과로 볼 수 있다(표 7).

외국인 환자 실 환자 수 현황에서도 외국인 환자는 2009-2011년까지 3년을

돌이켜 보면 외국인 환자 수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외래환자 비율

이 입원과 건강검진으로 확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피부

미용 성형 등의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목적이 점차

전 진료과목으로 확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예측 할 수 있다(표 8).

외국인 환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1인당 평균 진료비도 증가 되고 있으며

(표 9) 비 급여 진료과(피부, 미용, 성형 등)에 한정 되어 있는 외국인 환자 진

료를 급여과(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로 확대 할

수 있는 의료상품과 환자와 함께 내방하는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등을 위한

관광 상품 및 병원과 숙박시설 전용 메디텔(meditel)16) 등의 개발로 언제든 응

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위 환경을 함께 개선

16) 메디텔(meditel) : 의학이나 의술을 뜻하는 ‘메디슨(medicine)’과 ‘호텔(hotel)’의 합성어. 의료와 숙박

시설을 겸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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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0 2011

계 비중 계 비중 계 비중

10대 미만 3,294 5.9 4,539 5.6 - -

10대 3,281 5.9 3,234 4.0 - -

20대 미만 - - - - 10,224 8.4

20대 12,441 22.2 18,264 22.7 25,051 20.5

30대 11,649 20.8 17,649 22.0 26,014 21.3

40대 10,928 19.5 15,410 19.2 23,303 19.1

50대 9,126 16.3 12,886 16.0 19,112 15.6

60대 이상 5,213 9.3 8,374 10.4 18,593 15.2

합계 55,932 100.0 80,356 100.0 122,297 100.0

구분
2009 2010 2011

실환자 수 비중 실환자 수 비중 실환자 수 비중

국내(A) (명) 45,061,684 100.00 45,238,684 100.00 45,630,849 100.00

외국인(B) (명) 60,201 100.00 81,789 100.00 122,297 100.00

입원 (명) 3,915 6.50 7,987 9.80 11,945 9.80

외래 (명) 56,286 93.50 63,891 78.10 95,810 78.30

건강검진 (명) - - 9,911 12.10 14,542 11.90

비중(B/A) - 0.13 - 0.18 - 0.27

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전달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진료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진료 후 결과를 계속 관찰 할 수

있도록 의료와 IT 산업이 융합 발전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발전이 필요하다.

표 7. 외국인 환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표 8. 외국인 실 환자 수 현황

(단위 : 명,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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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의료기관 종별 외국인 실 환자 수 및 1인당 평균 진료비

(단위 : 명, 천원)

종별
2009 2010 2011

실 환자수 평균진료비 실 환자수 평균진료비 실 환자수

상급

종합병원
27,657 1,098 35,382 1,700 47,000

종합병원 11,537 682 16,787 840 26,495

병원 8,407 787 6,937 1,190 11,016

치과병원 467 1,363 1,285 1,029 2,219

치과의원 716 716 1,432 618 1,299

한방병원 1,217 760 2,216 696 4,822

한의원 926 373 1,952 442 5,067

의원 9,274 1,001 15,798 1,302 24,370

기타 - - - - 9

합계 60,201 940 81,789 1,314 122,29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2011년부터 평균 진료비는 공개 하지 않음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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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특성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일차의료기관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의사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전문의 자격, 현재 진료과목으로

되었으며, 의료기관 특성으로 개원지역, 개원형태, 의사 수, 근무 직원 수, 의

료기관 평수, 병상 유 무, 환자 진료 수, 경영 상태로 개원 시 투자비, 현재

부채 규모, 해당 의료기관의 향후 전망,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시 정부의

정책적 요구도 사항,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여부를 포함하였다(그림 2).

의사 특성, 의료기관특성, 경영 상태에 대한 외국인 환자 진료여부를 구분하

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을 통제하여 의사 특성, 의료기관

특성, 경영 상태를 포함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시행 하였으며, 위와 같은

요인들이 일차의료기관 의료관광외국인환자 진료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였다

 chi square test 

lgistic regression

그림 2. 연구의 틀

의료기관특성 경영 상태

일차의료기관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시 정부의 정책적 요구지원 사항)

그

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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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이 연구는 전국에 개원하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대한 개원

의 협의회를 통하여 전국의 일차의료기관장에게 이메일 설문지 발송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사회의 협조로 서울지역 회원들에게 직접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

다. 조사 기간은 2013년 3월 2일 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해당기관의

대표자 또는 외국인환자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일반 행정업무 담당자가 응답하

도록 하였으나, 의료기관 대표자가 직접 설문에 참여하였다.

조사결과 216개 의료기관이 참여 하였다. 이 중 응답이 미흡하거나 결측지

38개 의료기관, 치과 2개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건을 제외한 전국의 최 종

173개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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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 내용 변수 수준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

진료한다 주요대상국가 - 자유입력

월평균 외국인 환자 수

(최근 1개월) - 자유입력

진료하지 않는다 앞으로 진료할 생각이 있다

앞으로 진료할 생각이 없다

3. 주요변수

가. 종속변수

일차의료기관의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실시여부이며, 173개 일차의료

기관 중 ‘진료를 한다. 50개 의료기관’이고, ‘진료하지 않는다. 123개 의료기

관’이다.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에 따른 수익성 향상, 의료관광의

어려움 중 유치업자 관리, 효율성, 적정진료비 등에 대한 의견을 고려하였으

며, 일차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진료 유 무에 따른 월평균 외국인 환자

진료수와 일차의료기관에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시 정부의 정책적 지

원 요구로 유치업자 기준강화, 의료통역 인력양성, 의료분쟁 소송지원, 의료관

광 상품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 시설 개선금 지원, 영리법인 도입 사항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표 10). 요구도 조사 중에서도 의료분쟁 소송지원이 매우 필

요하다고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표 10.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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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로 일차의료기관의 경영현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 특성, 의료기관 특성, 경영상태 변수들로 구성하여 일차의료기관 활

성화를 위한 외국인환자 진료 유․무에 관련 하였다.

첫째, 독립변수로는 의사 특성은 성별, 연령, 진료과목으로 분석하였다. 진료

과목 분석은 전체 진료과목을 내과계(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외과계(신경외과, 정형외과, 외과), 지원진료계(영상의

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정신과, 일반과, 재활의학과, 흉부외과, 기타학과), 

비급여진료계(성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복수진료과목(2개 이상의 진

료과목) 그룹으로 분석하였다.

의료기관 특성은 개원지역, 개원형태, 의사 수(봉직의 포함), 간호사 수(간호

조무사 포함), 그 외 직원 수, 평균외래 환자 수, 병상 유․무, 의료기관크기

(평) 그룹으로 분석하였다.

경영상태 특성은 개원 시 투자비, 현재 부채규모, 예측 경영 전망 변수를 사

용하여 개원의로서 직접 의료기관을 경영함에 따른 의원재무관리의 자기자본

조달과 부채현황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의료기관 경영의 손익에 따른 미래적

향후 전망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자 한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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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 내용 변수 수준

의사특성

성별 남자, 여자

연령(세) -39

40-49

50-59

60-

현재 진료과목 내과계

외과계

지원진료계

비급여진료계

복수진료과목

의료

기관특성

개원지역 서울, 서울 외 지역

개원형태 단독개원

공동개원

의사 수(명) 1

2

3 이상

간호사 수(명) 1

2

3 이상

그 외 직원 수 1

2

3 이상

의료기관평수 -49

50-99

100-149

150 이상

병상 유 ‧ 무 없음, 있음

환자 진료 수

(최근 1개월 / 의

사 1인당 일평균)

외래환자 수 -49

             50-75

             76-100

             101-150

             151 이상

표 11. 연구에 사용된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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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개원 시 투자비
리커트척도(1점: 적음-3점: 많음) 

현재 부채 규모

예측 경영 전망 리커트척도(1점: 나쁨-3점: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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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이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범주형(그룹화)으로 SAS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

석하였다. 의사의 특성, 의료기관의 특성, 경영 상태에 따른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에 대한 차이는 카이제곱 검증으로 분석하며,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 각각의 변수들이 외국인 환자 진료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

수(의사특성. 의료기관특성, 경영 상태)를 통제하였을 때, 종속변수(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유·무) 에 각각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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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173곳의 일차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으로 의사 특

성, 의료기관 특성, 경영상태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의사의 특성중 성별로 남자 152명(87.9%) 여자 21명(12.1%), 연령-39세

11명(6.4%), 40-49세 44명(25.4%), 50-59세 71명(41.0%), 60세 이상 47명

(27.2%)으로 50-59세가 가장 많으며, 진료과목으로 내과계 77명(44.5%), 외

과계 20명(11.6%), 지원진료계 15명(8.7%), 비급여진료계 45명(26.0%), 복수

진료과목 16명(9.2%)으로 급여-내과 비율이 높았다.

의료기관의 특성으로는 개원지역으로는 서울 155명(89.6%), 서울 외 지역

18명(10.4%), 개원형태는 단독개원 146명(84.4%) 공동개원 27명(15.6%)로 서

울지역과 단독개원이 월등히 높았으며,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에서는 병상

현황으로 병상 없음 137곳(79.2%), 병상 있음 36곳(20.8%)이었다. 평균 의사

수 1.5명, 간호사 수 3.1명, 그 외 직원 수 1.9명, 외래 환자 수 62.4명, 의료

기관 크기 89.9평으로 나타났다.

경영상태 특성으로는 개원 시 투자비용을 확인한 결과 적음 20명(11.6%),

보통 76명(43.9%), 많음 77명(44.5%)로 투자비용이 높았음을 확인 하였으며,

현재 부채규모는 적음 90명(52.0%), 보통 42명(24.3%), 많음 41명(23.7%)로

부채규모는 응답자의 과반수가 투자비용 대비 부채규모는 적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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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예측 경영 전망에서는 나쁨 82명(47.4%), 보통 61명(35.3%), 좋음

30명(17.3%)이었다. 일차의료기관의 미래의 경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율이

보통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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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 수 수(%)/평균±표준편차

의사 특성 성별 남자 152 (87.9)

여자 21 (12.1)

연령 (세) -39 11 ( 6.4)

40-49 44 (25.4)

50-59 71 (41.0)

60- 47 (27.2)

진료과목 내과계 77 (44.5)

외과계 20 (11.6)

지원진료계 15 ( 8.7)

비급여진료계 45 (26.0)

복수 진료과목 16 ( 9.2)

의료기관

특성

개원지역 서울 155 (89.6)

서울 외 지역 18 (10.4)

개원형태 단독개원 146 (84.4)

공동개원 27 (15.6)

병상 여부 무 137 (79.2)

유 36 (20.8)

의사 수(명) 1.5 ± 1.2

간호사 수(명) 3.1 ± 3.7

그 외 직원 수(명) 1.9 ± 3.4

평균외래환자(명) 62.4 ± 32.4

의료기관크기(평) 89.9 ±137.2

의료기관

경영상태

개원시

투자비

적음 20 (11.6)

보통 76 (43.9)

많음 77 (44.5)

현재부채 규모 적음 90 (52.0)

보통 42 (24.3)

많음 41 (23.7)

예측전망 나쁨 82 (47.4)

보통 61 (35.3)

좋음 30 (17.3)

계 173 (100.0)

표 12. 연구대상 외국인환자 진료 여부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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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사례 수 백분율(%)

의료관광외국인환자 

진료

진료한다 50 28.9

진료하지 않는다 123 71.1

계 173 100.0

2.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 여부 현황

이 연구 설문에 응답한 전체 173곳의 일차의료기관중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여부에 관하여 진료 한다 50곳(28.9%)으로 확인 되었으며, 진료 하지 않

는다 123곳(71.1%)로 확인 되었다(표 13).

표 13. 의료관광 외국인 진료 여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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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의사특성에 따른 의료관광 외국인 진료 여부

의사특성에 따른 외국인 진료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의사 43명(28.29%) 여자의사 7명(33.33%)으로,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를 하고 있으며, 남자의사 109명(71.71%) 여자의사 14명(66.67%)는

진료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에서는 만40-49세가 18명

(40.91%)이 가장 적극적인 진료를 하는 것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는 만

50-59세가 55명(77.46%)로 가장 많이 진료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진료과목별로는 비급여진료계에서 19명(42.22%) 진료 한 다로, 진

료하지 않는다는 내과계가 59명(76.62%)로 분석되었다

각각의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에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카

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p=0.6327)에 따른 외국인 환자 진료 여

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p=0.0251)과 진료과목(p=0.0363)에

따른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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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의사 특성에 따른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

                                                           단위: 명(%)

변수 함 안함 합 P값

성별 남자 43 (28.3) 109 (71.7) 152 ( 87.9) 0.6327

여자 7 (33.3) 14 (66.7) 21 ( 12.1)

연령

(세)

-39 6 (54.6) 5 (45.4) 11 ( 6.4) 0.0251

40-49 18 (40.9) 26 (59.1) 44 ( 25.4)

50-59 16 (22.5) 55 (77.5) 71 ( 41.0)

60- 10 (21.3) 37 (78.7) 47 ( 27.2)

진료과목 내과계 18 (23.4) 59 (76.6) 77 ( 44.5) 0.0363

외과계 2 (10.0) 18 (90.0) 20 ( 11.6)

지원진료계 4 (26.7) 11 (73.3) 15 ( 8.7)

비급여진료계 19 (42.2) 26 (57.8) 45 ( 26.0)

복수진료과목 7 (43.8) 9 (56.2) 16 ( 9.2)

계 50 (28.9) 123 (71.1) 1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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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의료관광 외국인 진료 여부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라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여부 차이 관련요인을 검

증하고자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범주형 독립변수의 개원지역 서울 155개 의료기관중 43개 진료한다, 서울

외 지역 18개 의료기관중 7개 진료한다, 개원형태 단독개원 37개 의료기관,

공동개원 13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사 수 1명 32개 의료기관

에서 진료한다, 진료하지 않는다 92개, 간호사 수 2명인 25개 의료기관에서 진

료한다, 57개 의료기관이 진료하지 않는다, 그 외 근무 직원 수는 0명인 곳에

서 진료한다와 진료하지 않는다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빈도는 대부

분의 일차의료기관에 간호사 외에는 근무 직원이 없는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

라고 예측 한다. 평균 환자 수는 51-75명에서 26개 의료기관이 진료하고 있으

며, -50명 46개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않는다, 병상 여부는 없다 에서 진료

한다와 진료하지 않는다 빈도가 높았다 이것 역시 대부분의 일차의료기관에서

는 병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의료기관 크기(평)는

51-100평 16개 의료기관 진료한다, -50평 52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지 않는다

로 분석되었다.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

한 결과, 개원지역(p=0.3234), 의사 수(p=0.0848), 간호사 수(p=0.0648), 그 외직

원수(p=0.083), 평균외래환자 수(p=0.1995), 병상여부(p=0.2836), 의료기관크기

(p=0.2192) 따른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개원형태(p=0.0163)만 종속변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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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의료기관 특성에 따른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

                                                                            단위: 개(%)

변수 함 안함 합 P값

개원지역 서울 43 (27.7) 112 (72.3) 155 ( 89.6) 0.3234

서울 외 지역 7 (38.9) 11 (61.1) 18 ( 10.4)

개원형태 단독개원 37 (25.3) 109 (74.7) 146 ( 84.4) 0.0163

공동개원 13 (48.2) 14 (51.8) 27 ( 15.6)

의사수(명) 1 32 (25.8) 92 (74.2) 124 ( 71.7) 0.0848

2 8 (27.6) 21 (72.4) 29 ( 16.8)

3이상 10 (50.0) 10 (50.0) 20 ( 11.5)

간호사수(명) 1 2 ( 8.7) 21 (91.3) 23 ( 13.3) 0.0648

2 25 (30.5) 57 (69.5) 82 ( 47.4)

3이상 23 (33.8) 45 (66.2) 68 ( 39.3)

그 외직원수(명) 0 39 (28.1) 100 (71.9) 139 ( 80.4) 0.083

1 7 (53.9) 6 (46.1) 13 ( 7.5)

2이상 4 (19.1) 17 (80.9) 21 ( 12.1)

평균

외래환자수(명)

-50 11 (19.3) 46 (80.7) 57 ( 33.0) 0.1995

51-75 26 (36.6) 45 (63.4) 71 ( 41.0)

76-100 9 (28.1) 23 (71.9) 32 ( 18.5)

101이상 4 (30.8) 9 (69.2) 13 ( 7.5)

병상 여부 무 37 (27.0) 100 (73.0) 137 ( 79.2) 0.2836

유 13 (36.1) 23 (63.9) 36 ( 20.8)

의료기관

크기(평)

-50 15 (22.4) 52 (77.6) 67 ( 38.7) 0.2192

51-100 16 (27.6) 42 (72.4) 58 ( 33.5)

101-150 10 (43.5) 13 (56.5) 23 ( 13.3)

151이상 9 (36.0) 16 (64.0) 25 ( 14.5)

계 50 (28.9) 123 (71.1) 1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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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영 상태에 따른 의료관광 외국인 진료 여부

경영상태 특성에 따라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여부의 차이가 경영의 효율

성을 높여 수익을 증대 시킬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인한 합

리적인 경영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투자비, 부채, 미래 경영

예측 전망 등을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개원 시 투자비 많음 22개 의료기관 진료한다, 현재 부채 규모 적음 2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69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지 않는다. 예측전망 보통

19개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나쁨 66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지 않는다는 빈

도가 분석 되었으나,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는 개

원 시 투자비(p=0.8083), 현재 부채 규모(p=0.2302)로 유의하지 않았다. 예측전

망(p=0.0062)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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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경영 상태에 따른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

                                                         단위: 개(%)

변수 함 안함 합 P값

개원시

투자비

적음 7 (35.0) 13 (65.0) 20 ( 11.6) 0.8083

보통 21 (27.6) 55 (72.4) 76 ( 43.9)

많음 22 (28.6) 55 (71.4) 77 ( 44.5)

현재

부채

규모

적음 21 (23.3) 69 (76.7) 90 ( 52.0) 0.2302

보통 14 (33.3) 28 (66.7) 42 ( 24.3)

많음 15 (36.6) 26 (63.4) 41 ( 23.7)

예측

전망

나쁨 16 (19.5) 66 (80.5) 82 ( 47.4) 0.0062

보통 19 (31.2) 42 (68.9) 61 ( 35.3)

좋음 15 (50.0) 15 (50.0) 30 ( 17.3)

계 50 (28.9) 123 (71.1) 1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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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 여부 관련 요인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은 남성에 비

해 여성이 1.728배 높았으나 p-값 0.41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령

의 경우 60세 이상이 외국인환자의 진료를 할 경우 보다 -39세 연령에서 진료

할 경우가 1.271배 p-값 0.7998, 40-49세 1.125배 높았으며 p-값 0.8554,

50-59세의 경우는 0.475배 p-값 0.2067로 유의하지 않았다. 진료과목의 경우

내과계에 비해 비급여진료계 4.166배 유의수준 5%에서 p-값 0.0209, 복수진

료과목 6.002배로 p-값 0.0222로 유의하였다. 개원지역의 경우 서울에 비해 서

울외지역이 1.471배 p-값 0.6253, 개원형태의 경우 단독개원보다는 공동개원이

2.733배로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 진료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p-값 0.2588, 의사 수 3인 이상에 비해 1인 1.047배 p-값 0.9767, 2인 0.137

배 p-값 0.151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간호사 수는 3명이상 보

다 1명 8.949배로 p-값 0.0398, 2명 7.329배 p-값 0.035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그 외 직원 수의 경우, 2명인 경우에 비해 0명인 경우 0.008배 p-값

0.0047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1명인 경우 2.335배 p-값 0.4142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평균외래환자 수 49명에 비해 76-100명의 경우 1.714배 p-값

0.4392, 병상 유.무는 유에 비해 무가 2.931배 p-값 0.0928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크기에서는 의료기관 사용 면적이 클수록 외국인

환자 진료에 관심이 많아, 150평 이상 15.179배로 p-값 0.007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개원 시 투자비는 많음 보다 적음 3.916배 p-값 0.0731, 보통

1.146배 p-값 0.8082로 유의하지 않았다. 현재부채규의 경우, 적음보다는 보통

1.647배 p-값 0.4025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많음 4.813배로 p-값 0.0271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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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예측전망으로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미래 예측이 나쁜 것으로 예

측하였지만 앞으로 미래경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룹이 부정적인 그

룹대비 보통 1.290배 p-값 0.6383유의하지 않았으나, 좋음 4.710배 p-값 0.0269

로 유의하며 경영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진료 활동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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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비차비 95% 신뢰구간 P값

성별 남 1.000

여 1.728 0.461 6.471 0.4171

연령(세) 60 이상 1.000

-39 1.271 0.200 8.092 0.7998

40-49 1.125 0.318 3.981 0.8554

50-59 0.475 0.149 1.510 0.2067

진료과목 내과계 1.000

외과계 0.187 0.022 1.593 0.1250

지원진료계 0.926 0.152 5.643 0.9334

비급여진료계 4.166 1.241 13.982 0.0209

복수진료과목 6.002 1.292 27.868 0.0222

개원지역 서울 1.000

서울 외 지역 1.471 0.312 6.933 0.6253

개원형태
단독개원 1.000

공동개원 2.733 0.477 15.640 0.2588

의사 수(명)
3 이상 1.000

1 1.047 0.048 22.873 0.9767

2 0.137 0.009 2.071 0.1515

간호사 수(명)
3 이상 1.000

1 8.949 1.108 72.291 0.0398

2 7.329 1.145 46.899 0.0354

그 외 직원 수(명)
2 1.000

0 0.008 <.001 0.226 0.0047

1 2.335 0.305 17.892 0.4142

평균 외래환자 수(명) -49 1.000

50-75 1.669 0.561 4.969 0.3571

76-100 1.714 0.438 6.714 0.4392

101 이상 1.388 0.196 9.827 0.7427

병상 유 무
무 1.000

유 2.931 0.836 10.274 0.0928

의료기관 크기(평) -49 1.000

50-99 1.202 0.416 3.468 0.7340

100-149 2.984 0.569 15.658 0.1961

150 이상 15.179 2.042 112.806 0.0079

개원 시 투자비
많음 1.000

적음 3.916 0.880 17.422 0.0731

보통 1.146 0.382 3.437 0.8082

현재 부채 규모
적음 1.000

보통 1.647 0.511 5.321 0.4025

많음 4.813 1.194 19.397 0.0271

예측 전망
나쁨 1.000

보통 1.290 0.446 3.726 0.6383

좋음 4.710 1.193 18.585 0.0269

표 17.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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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요구 사항

일차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 진료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요구 사항에 대한

5척도 설문조사(전혀 필요없음- 1점, 필요없음- 2점, 보통- 3점, 필요함- 4점,

매우필요함- 5점)실시, 외국인환자 진료 기관 50개 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진료

안함 123개 의료기관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 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 영

리법인 도입만 보통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모두 일차의료기관에서 의료관광 외

국인 환자 진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치업자 기준강화(p=0.8912), 필요함 –66

명(38.2%), 매우필요함 –51명(29.5%), 보통 -37명(21.4%), 전혀필요없음 13명

(7.5%), 필요없음 -6명(3.5%), 의료통역 인력양성(p=0.9590), 필요함 –86명

(49.7%), 매우필요함 –48명(27.7%), 보통 –24명(13.9%), 필요없음 –8명(4.6%),

전혀필요없음 -7명(4.0%), 의료분쟁 소송지원(p=0.9326) 필요함 –69명(40.5%),

매우필요함 –59명(31.2%), 보통 –29명(20.8%), 전혀필요없음 -10명(4.6%), 필

요없음 –6명(2.9%), 의료관광 상품개발(p=0.5377) 필요함, -70명(40.5%), 매우필

요함 –54명(31.2%), 보통 –36명(20.8%), 전혀필요없음 –8명(4.6%), 필요없음

-5명(2.9%), 홍보마케팅 지원(p=0.1890), 필요함 -79명(45.7%), 매우필요함 –54

명(31.2%), 보통 –27명(15.6%), 전혀필요없음 –9명(5.2%), 필요없음 -4명(2.3%),

시설 개선금 지원(p=0.4438) 필요함 –76명(43.9%), 매우필요함 –52명(30.1%), 보

통 -27명(15.6%), 전혀필요없음-10명(5.8%), 필요없음 -8명(4.6%), 영리법인 도입

(p=0.1168) 보통 –50명(28.9%), 필요함 –48명(27.7%), 매우필요함 –34명

(19.7%), 필요없음 –23명(13.3%), 전혀필요없음 -18명(10.4%)으로 조사 되어, 의

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요구 분석결과 모두 유의 하지

않았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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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요구 사항

변수 함 안함 합 P값

유치업자

기준강화

전혀 필요없음 5 (38.5) 8 (61.5) 13(7.5)

0.8912

필요없음 1 (16.7) 5 (83.3) 6(3.5)

보통 11 (29.7) 26 (70.3) 37(21.4)

필요함 18 (27.3) 48 (72.7) 66(38.2)

매우필요함 15 (29.4) 36 (70.6) 51(29.5)

의료통역

인력양성

전혀 필요없음 2 (28.6) 5 (71.4) 7(4.0)

0.9590

필요없음 3 (37.5) 5 (62.5) 8(4.6)

보통 8 (33.3) 16 (66.7) 24(13.9)

필요함 24 (27.9) 62 (72.1) 86(49.7)

매우필요함 13 (27.1) 35 (72.9) 48(27.7)

의료분쟁

소송지원

전혀 필요없음 3 (25.0) 7 (70.0) 10(4.6)

0.9326

필요없음 1 (0.0) 5 (83.3) 6(2.9)

보통 8 (36.1) 21 (72.4) 29(20.8)

필요함 19 (27.1) 50 (72.5) 69(40.5)

매우필요함 19 (29.6) 4 (67.8) 59(31.2)

의료관광

상품개발

전혀 필요없음 2 (25.0) 6 (75.0) 8(4.6)

0.5377

필요없음 0 (0.0) 5 (100.0) 5(2.9)

보통 13 (36.1) 23 (63.9) 36(20.8)

필요함 19 (27.1) 51 (72.9) 70(40.5)

매우필요함 16 (29.6) 38 (70.4) 54(31.2)

홍보

마케팅지원

전혀 필요없음 2 (22.2) 7 (77.8) 9(5.2)

0.1890

필요없음 0 (0.0) 4 (100.0) 4(2.3)

보통 9 (33.3) 18 (66.7) 27(15.6)

필요함 18 (22.8) 61 (77.2) 79(45.7)

매우필요함 21 (38.9) 33 (61.1) 54(31.2)

시설개선금

지원

전혀 필요없음 2 (20.0) 8 (80.0) 10(5.8)

0.4438

필요없음 1 (12.5) 7 (87.5) 8(4.6)

보통 9 (33.3) 18 (66.7) 27(15.6)

필요함 19 (25.0) 57 (75.0) 76(43.9)

매우필요함 19 (36.5) 33 (63.5) 52(30.1)

영리법인

도입

전혀 필요없음 4 (22.2) 14 (77.8) 18(10.4)

0.1168

필요없음 7 (30.4) 16 (69.6) 23(13.3)

보통 11 (22.0) 39 (78.0) 50(28.9)

필요함 12 (25.0) 36 (75.0) 48(27.7)

매우필요함 16 (47.1) 18 (52.9) 34(19.7)

계 50 (28.9) 123 (71.1) 17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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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는 현재 간호사 이외의 직원으로 의료기관별로

1-2명만 근무하고 있는 형태(표 12)에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를 맞이하여 진

료과정안내와 진료실시까지의 진료 전 부터 진료 후의 진행과정을 이끌어 가

기위해서는 전문 의료용어 통역 가능한 국가별 통역자와 해외에서 언제든 의

료기관의 사이트를 열어 볼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 블러그, IT관리 및 홍

보, 등의 꾸준한 전문성 업무와 일반 행정, 의료서비스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에서 정부 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요청 사항(표 18)으로 의료통역

인력양성에 필요함이 86명으로 49.7%, 홍보마케팅 지원 필요함 79명 45.7%,

시설개선금 지원 필요함 76명 43.9%, 의료관광 상품개발 70명 40.5%, 의료분

쟁 소송지원 69명 40.5%, 유치업자 기준강화 66명 38.2%로 각각 조사 되었다.

위와 같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에 별 차이 없으므로

이를 통합하면 유치업자 기준강화 67.7%, 의료통역 인력양성 77.4%, 의료분쟁

소송지원 71.7%, 의료관광 상품개발 71.7%, 홍보마케팅 지원 76.9%, 시설 개

선금 지원 74.0%, 의 높은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법인

도입은 그동안 시민단체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의 오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방화에 대해 일차의료기관에서 반대 의견보다는 보통 50명 28.9%로 가

장 많았다.

그 외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 관련 요구 빈도 현황(부록 2), 외국인 환자

진료 시 주요 대상 국가(부록 3),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의 수익성(부록 4),

어려움(부록 5), 의료분쟁 발생 경험 여부(부록 6), 해결방법(부록 7), 진료홍보

방법(부록 8), 국제수가 기준(부록 9)은 부록으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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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이 연구에서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의사 특성, 의료기관 특성, 경영상태 특성에

따른 관련요인을 각 특성별로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

였고, 변수들을 통제한 후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에 대한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적 특성으로 고려한 일차의료기관 활

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여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2013년 3월 2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일차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신고 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자메일을 발송하

였으며, 서울특별시의사회에 신고 된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에 응답한 의료기관 현황은 총 216개 의료기관으로 이중 치과 의료기관 2개,

2차 의료기관 3개, 결측지 38개를 제외한 173개 의료기관으로 최종 분석 대상

이 확정 되었다.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환자 진료 한다, 진료하지 않는다 로 분류

하여 분석하였으며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의사특성(성별, 연령, 진료과목), 의

료기관특성(개원지역, 개원형태, 의사 수, 간호사 수, 그 외 직원 수, 평균 외래

환자 수, 병상 여부, 의료기관 크기), 경영상태 특성(개원 시 투자비, 현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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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규모, 예측 전망)의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의사 특성, 의료기관 특성, 경영

상태에 따른 변수들을 통제 한 후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외국

인 환자 진료 여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 선행 연구로

는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분석(임금자, 최진우, 정종원, 2006), 우리나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모델 구축(민혜영 등, 2009), 의원 경영실태조사 2011(박윤형 등,

2012),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수입 및 경영 분석(임금자, 2003)등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분석에 따른 경영상태 분석만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활성화 대책은 제시 하지 못하

고 있으나 이 연구는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상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에 대하여 분석 한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이가 있다.

또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에 따른 선행 연구로는 최근 2011년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품질 의료서비스 모델개발(이자형과 나재

은, 2012), 의료관광활성화방안연구(김재춘, 2012),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수요

와 공급에 관한 연구(변정환, 2008), 국내의료관광의 경쟁우위 요인에 관한 연

구(목진원, 2011), 대한민국 의료관광 성공으로 가는 길(김근종, 2012) 등은 일

반적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일차의료기관 대상으로 한 의사 특

성, 의료기관 특성, 경영상태 특성을 고려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분석한 것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와의 비록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의료기관의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았다. 전체 분석 대상 일차의료

기관중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표본이 173개로

이 연구의 분석결과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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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여부에 관한 대표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상태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직접적인 변수를 적용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경영상태 특성에 따른 개

원 시 투자비, 현재 부채 규모, 예측 전망으로 경영상태의 연관성만을 분석하

여 구체적인 손익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개원 시 투자비는 많음 77명

(44.5%), 그러나 현재 부채 규모는 적 다 90명(50.2%)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전체 응답자 중 만 50-59세 71명(41.0%), 만60세 이상 47명(27.2%)로 만 49세

이하의 응답자가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미래 예측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명(47.4%)가 나쁜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분석결과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개원지역의 표본수가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서울지

역에 모여 있다. 이는 전국의 일차의료기관 개원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

였으나 응답률이 저조하여 지역적인 한계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서 개원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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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일차의료기관의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은 의사 특성 일차의료기관 173개 중 남

자 152명(87.9%) 여자 21명(12.1%)이 참여 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9세 11명

(6.4%), 40-49세 44명(25.4%), 50-59세 71명(41.0%), 60세 이상 47명(27.2%)로

50-59세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진료과목은 내과계 77명(44.5%), 외과계 20명

(11.6%), 진료지원계 15명(8.7%), 비급여진료계 45명(26.0%), 복수진료과목 16

명(9.2%)이었으며, 의료기관 특성으로 개원지역은 서울지역 155개(89.6%), 서

울 외 지역 18(10.4%)로, 개원형태 단독개원 146명(84.4%), 공동개원 27명

(15.6%)로 다수가 서울지역의 단독개원형태 였다. 의사 수 평균 1.5명, 간호사

수 평균 3.1명, 그 외 직원 수 평균 1.9명이며, 병상여부는 137개(79.2%) 의료

기관이 병상이 없었으며, 36개(20.8%) 의료기관만 병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의료기관 평균 크기는 89.9평 이었다.

의료기관 경영 상태로는 개원 시 투자비가 많음 77개(44.5%) 의료기관으로

개원 투자비가 많았음을 나타내었고, 현재부채규모는 적음 90개(52.0%) 의료

기관으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 응답자의 41.0%가 50-59세로 의

료기관 개원 연한이 10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결과로 그동

안 투자비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넘어 누적 수익이 발생된 결과로 예상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경영상태의 미래 예측 전망으로는 82명(47.4%)

이 나쁨으로 예측하고 있어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경영 활성화는 필요

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

여부에 요인을 주는 것으로 현재의 단독개원형태, 의사 1인 체계, 간호사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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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근무 직원 평균 1.9명으로는 일차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를 실시하기에는 국내 의료관광이,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의 앞서가는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에 뒤쳐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정하여 발전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성장 발전을 위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요구에 따르면 유치업자 기준강화, 의료통역 인력

양성, 의료분쟁 소송지원, 의료관광 상품개발, 홍보 마케팅 지원, 시설 개선금

지원 등은 모두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영리법인 도입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하여 시민 단체 등에서

는 투자개방 반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요구도 조사에서는 개방에 대한

요구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영리법인 도입은 그동안 산업계 경제계의

개방의견에 반해 시민단체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의 오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방화에 대해 일차의료기관에서 반대 의견보다는 보통 50명 28.9%로 가

장 많은 변화다. 이는 과거의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였던 입장에서 현실적으

로 일차의료기관 경영 활성화를 위해 변화와 능동적인 경영체계로 변모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 할 수 있다.

그동안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와 산업, 경제계에서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을 찬성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 시민단체에서는 의

료시장 개방에 일관된 반대 주장을 하였다. 영리법인 즉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과 관련하여 삼정KPMG(2009년 9월)에서 종합병원 병원장 등 의료산업의 주

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결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

하게 시행 되어야 할 사안으로 설문조사결과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이 39%로

1위를 하였으며, 경제계와 산업계에서는 영립법인화에 찬성을 표하였다. 또한

선진의료자문위원회(2007)의 발표에 따르면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이념적

대립으로 경제계․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의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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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의료의 효율성 제고, 고용창출, 원정 진료 해소 등에 대한 경제적 산업

적 발전적인 효과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반대로 국민

의료비 증가, 의료양극화 심화 등을 우려 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표명 하였

다고 발표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연구원(2009)에서는 영리법인

도입은 서비스 품질개선, 의료산업의 발전, 고용 창출 등 경제적 부가가치 측

면에서 긍정적 효과 기대하고 반면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 약화, 국민의료비

증가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 및 건강보험

의 역할 축소로 장기적으로 공공의료보장 체계의 약화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리법인 개방과 반대의 목소리가 오랜 시간 대립하고 있는 것은 의료는

일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이끌어 가야하는 공

공의료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의료산업이 단순한 국민건강의 복지를

넘어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이에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건전한

공공의료가 수립 되어야만 할 것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가장 우려하는 기초생

활수급자, 의료보호 환자에게 공정한 의료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외계층을

무시하거나 의료수급 빈곤으로 인하여 이들을 재난적 의료 상태로 빠지는 경

우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수립 되어야 할 것이다. 영리법인

설립에 관해 전현희, 김선욱, 강남규(2004)는 의료서비스 산업적 발전의 필요

성이 크고 대외개방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점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

용을 불가피하게 하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선 순수한 형태의 전문직 법인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의료시장이 이에 대응할 여유를 갖게 한 후 비 의료인들의 자본 유

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비 영리법인 개설 의료기관과 영리법인

개설 의료기관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활성화에 따른 경제계, 산업계에서는 투자개방

형 의료법인(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개방적화의 주장으로 의료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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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원정 진료 외화유출 방지 등으로 적극적인 찬성(의료산업선진위원

회, 2007)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소, 2012)에서는

현재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에서는 건강보험제도 틀개선 없이 투

자개방형 영리법인을 반대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사회적

으로 필요성이 있는 저소득계층 환자의 진료 기피(전현희, 김선욱, 강남규,

2004)를 우려하였으며,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므로 돈벌이

를 위해 높은 가격으로 운영될 것이고, 이에 대한 질적 관리 보장성은 객관화

되기 어렵다는(삼정KPMG, 2009)의견으로 건강보험체계에 따른 의료공급체계

의 보장성 및 공공의료체계의 구체적인 대안이 같이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의료수준과 IT강국으로 더불어 K-POP등 문화적 콘텐

츠가 이제는 지구촌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있는 현실에서 영리법인 도입 반대

의 대립에서 벗어나 스마트 의료시스템구축, IT 융합, 모바일 케어 산업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여 전 세계적인 노령화 시대를 이끌어 가는 의료산업

이 발전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과 함께 보건정책 개발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공공의료기반을 지켜 나갈 수 있도

록 하고, 외국인 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규제완화와 의료기관 자체

적인 창조적 경영이 될 수 있는 자유경쟁이 도입 되도록 의료시장 개방에 따

른 지역별 또는 의료기관별로 부분 개방 모델 사업 실시로 국내 의료시장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관광 외국인 진료에도 합리적인 시장 개방 될

수 있는 정책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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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이 연구는 경영 상태가 점점 악화 되어가고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의 의사의 특성 및 의료기관의 특성, 경영상태 파악, 의료기

관의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 여부에 따른 현 실태와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활성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필요

로 하는지에 대한 요구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의료관광 산업과 더불어 일차

의료기관의 활성화에 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2013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의 일차의료기관을 대상

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설문 응답률이 저조하여 서울특별시의사회의 협

조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 응답의 일반적 특성 결과로는 남자 152명, 여자 21명으로

173명 참여하였고, 연령은 50-59세가 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으로는

내과계 77명으로 많았고, 복수전문과목 취득으로는 16명이었다. 개원지역으로

는 조사자의 지역적 한계로 인해 서울 15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일차

의료기관의 평균 의사 수 1.5명, 간호사 수 3.1명, 그 외직원수 1.9명, 평균외래

환자 수는 62.4명이다. 의료기관 크기는 설문응답자의 연령이 50-59세가 많은

관계로 인해 평균 89.9평으로 49세 이하의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

다. 앞으로 일차의료기관의 경영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부채가 높지 않다는

응답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전망은 나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에 대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의사특성, 의료기관특성, 경영상태에 따른 검증은 카이제곱

검증으로 단변량 분석을 하였으며,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진료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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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진료과목 중 비급여진료계와 복수진료

과목, 간호사 수 1, 2명, 그 외 직원 수, 의료기관 크기 150평 이상, 현재 부

채규모 가 많음, 예측전망 좋음 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 외, 성

별, 연령, 개원지역, 개원형태, 의사 수, 평균 외래 환자 수, 병상 유․무, 개원

시 투자비, 현재부채규모, 예측 전망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

다.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외국인 진료 여부 분석 결과 서울지

역 의료기관장이 남자인 경우보다는 여자인 경우가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

료에 적극적이었으며, 연령으로는 개원기간이 짧은 49세 이하의 빈도가 높았

다. 의료기관의 크기에서도 의료기관의 크기가 클수록 의료관광 외국인 진료

에 대한 열의가 높았으며, 개원 투자비가 적을수록 의료관광 외국인 진료가

많았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앞으로 일차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젊

은 의사들이 개원을 할 때는 지금보다 의료기관의 크기는 작아 질 것이고, 성

별에서도 여성의 빈도가 높아 질 것이다. 또한 공동 개원도 활성화가 되어 단

독개원의 단점을 고려한 행정업무 및 합리적 인력관리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

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창출로 수익의 증대에 대한 다변화를 개발

하게 될 것이다.

국내의료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거나 거래량이 결정되지

않는 비탄력 시장으로,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의 정책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이제 국민 복지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나, 이와 달리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시장은 세계적인 고령화 가속화 변화 속에

의료와 관광을 연계하는 국제적 의료시장의 경제논리에 의해서 이끌어 가지

않으면 뒤 늦게 진입한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

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와 의료기술이 발전해 있다 하더라도 의료와 관광을

함께 시행되어야하는 다변화된 시장경제 논리의 수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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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과 국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

고 구분하여 개발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의료개방시장의 지역과 투

자개방 범위 확대 등으로 외국인 환자 진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는 외국인 환자에게 우리의 의료서비스 전

문성을 인정받아 타국에 비해 저렴하고 안전한 의료기술을 제공하므로서 현재

가장 많은 방문 국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 시장의 한계를 극복 하여 유럽․

중동․남아메리카 등의 의료관광 외국인 진료 시장의 확대로 의료산업관련 일

자리 창출도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의료관광 외국인 진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일차의료기관을 특정지어 연구된 논문이 거의 없는

관계로 객관적인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이제는 일차의료기

관도 어렵다는 표현에 앞서 경영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수익증가를 위한 지표

를 개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정부의 정책개선에 의견이 밑받침 되도

록 될 수 있도록 의료관광 외국인 진료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

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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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여부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의료관광및외국인환자진료여부따른 현 실태와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활성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연구하고자

실시하고있습니다.

의료관광및외국인환자진료에대한고견을주셔서일차의료기관의활성화정책방안으로

기여되기를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학문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어

질것이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설 문 개 요 -

○조사자 : 오복녀(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석사과정)

○조사일시 : 2013. 3. 4 -2013. 3. 31

○조사내용 : 일차의료기관의의료관광과외국인환자진료지원에관한정책개발

○조사대상 : 일차의료기관대표자, 일차의료기관내행정및외국인환자담당자

2013년 3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 석사과정

지도 교수 : 박 은 철

연 구 자 : 오 복 녀

▶ 연락처 : 010-8305-9757 / sma-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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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지

이 설문은 “일차의료기관의 의료관광과 외국인 환자 진료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습니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곳에 √을 표시하시거나 ______표시에 간단

히 답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1. 의사 특성(의료기관 개설 대표자)

1) 성별 □ 남자 □ 여자

2) 연령 □ 만39세 이하 □ 만40-49세 □ 만50-59세 □ 만60세 이상

3) 전문의 자격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4) 현재 진료과목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2. 의료기관 특성

1) 개원지역 _____________시․도 _____________구․시 _____________동․구

2) 개원형태 □ 단독 개원 □ 공동 개원

3) 의사 수 __________ 명

4) 근무 직원 수 간호사(조무사) __________ 명

임상병리사 __________ 명

방사선사 __________ 명

코디네이터 __________ 명

그 외 종사자 __________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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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관 평수(공용 면적 포함) __________ 평

6) 병상 여부 □ 없음

□ 있음 _________ 병상

7) 환자진료 수(최근 1개월 / 의사1인당 일평균)

외래환자 수 __________ 명

퇴원환자 수 __________ 명

3. 경영상태

※ 동일한 전문과목과 유사한 규모의 일차의료기관과 비교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많음 많음 보통 적음 매우 적음

개원 시 투자비 □ □ □ □ □

현재 부채 규모 □ □ □ □ □

4. 해당 의료기관의 향후 전망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예측 경영전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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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요구 사항

매우
필요함

필요함 보통 필요
없음

전혀
필요없음

유치업자 기준강화 □ □ □ □ □

의료통역 인력양성 □ □ □ □ □

의료분쟁 소송지원 □ □ □ □ □

의료관광 상품개발 □ □ □ □ □

홍보 마케팅 지원 □ □ □ □ □

시설 개선금 지원 □ □ □ □ □

영리법인 도입 □ □ □ □ □

6.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여부

진료 한다 □ 1) 주요대상 국가 _________, _________, _________

2) 월평균 외국인 환자수(최근 1개월) __________명

진료하지 않는다 □ 1) 앞으로 진료할 생각이 있다 □

2) 앞으로 진료할 생각이 없다 □

☞ 외국인 환자 진료하는 경우 만, 다음 문항 6.1 - 6.5 까지 설문에 계속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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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의료관광 및 외국인 환자 진료의 수익성

매우
도움됨 도움됨 보통 도움

안됨
매우
도움안됨

수익성 향상 □ □ □ □ □

6-2 의료관광 및 외국인 환자 진료의 어려움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유치업자 관리 □ □ □ □ □

언어 소통 □ □ □ □ □

문화적 차이 □ □ □ □ □

홍보 마케팅 □ □ □ □ □

시설 개선금 충당 □ □ □ □ □

6.3 의료분쟁을 발생경험 여부(분쟁해결방법 - 중복 응답 가능)

분쟁경험 없다 □

분쟁경험 있다 □ 분쟁 해결방법 □ 유치업자

□ 의료분쟁조정원 의뢰

□ 배상보험 또는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및 개원의 협의회 공제회

□ 금전적 보상

□ 재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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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의료관광 및 외국인 환자 진료 홍보 방법(중복 응답 가능)

□ 유치업자 □ 홈페이지․블러그 □ 여행사 □ 협회(사단법인) □ 정부기관

6.5 국제수가의 수준

※ 국제수가 :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의 시장 가격으로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데 발생하게 될 위험도, 통역, 기타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실비가 포함 됨

1) 국제수가는 일반수가의 몇 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 되십니까?________배

2) 일반수가는 보험수가의 몇 배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 되십니까?_________배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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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도 백분율
매우도움 됨 5 38.5

도움안됨 1 16.7
보통 11 29.7
도움안됨 18 27.3
매우도움안됨 15 29.4
계 50 100.0

부록 2.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 관련 요구 빈도 현황(점수별)

                                            (전혀필요없음 1점-매우필요함 5점)

항  목 
함

평균(표준편차)

안함

평균(표준편차)
p값

유치업자 기준강화 3.7(1.2) 3.8(1.1) 0.7340
의료통역인력양성 3.8(1.0) 3.9(0.9) 0.5814
의료분쟁소송지원 4.0(1.0) 3.9(1.0) 0.5921
의료관광 상품개발 3.9(0.9) 3.8(1.0) 0.7912
홍보 마케팅 지원 4,1(0.9) 3.8(1.0) 0.1708
시설 개선금 지원 4.0(1.1) 3.8(1.1) 0.2086
영립법인 도입 3.5(1.3) 3.2(1.1) 0.0877
계 27.2(6.0) 26.4(6.1) 0.4349

부록 3. 외국인 환자 진료 시 주요 대상 국가(복수 응답)

국가명 의원 수

중국 30

일본 9

러시아 4

미국 15

몽골 5

기타 14

부록 4.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의 수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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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도 백분율

유치업자관리

매우 어려움 3 6.0

어려움 14 28.0

보통 17 34.0

어렵지 않음 10 20.0

전혀 어렵지 않음 6 12.0

언어소통

매우 어려움 2 4.0

어려움 9 18.0

보통 24 48.0

어렵지 않음 13 26.0

전혀 어렵지 않음 2 4.0

문화적 차이

매우 어려움 2 4.0

어려움 4 8.0

보통 23 46.0

어렵지 않음 20 40.0

전혀 어렵지 않음 1 2.0

홍보마케팅

매우 어려움 7 14.0

어려움 15 30.0

보통 14 28.0

어렵지 않음 12 24.0

전혀 어렵지 않음 2 4.0

시설개선금충당

매우 어려움 7 14.0

어려움 13 26.0

보통 16 32.0

어렵지 않음 13 26.0

전혀 어렵지 않음 1 2.0

부록 5.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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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도 백분율
의료분쟁 경험이 없다 41 82.0

경험이 있다 9 18.0

항 목 빈도

유치업자 -

의료분쟁조정원 의뢰 -

배상보험 또는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및

개원의 협의회 공제회
3

금전적 보상 3

재진료 5

항목 빈도

유치업자 11

홈페이지․블러그 21

여행사 10

협회(사단법인) 7

정부기관 4

항목 평균 표준편차

국제수가는 일반수가의 몇 배가 적정한지? 2.86 1.51

일반수가는 보험수가의 몇 배가 적정한지? 2.96 1.48

부록 6. 의료분쟁 발생 경험 여부

부록 7. 의료분쟁 해결 방법(중복 응답)

부록 8. 의료관광 외국인 환자 진료 홍보 방법(중복 응답)

부록 9. 국제수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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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ditions and factor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foreign patients are in medical

tourism primary medical care at clinic.

Oh, Bok Nyo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Eun-chel Park, MD, PhD)

In this study, we want to contribute to grasp the relevant factors on the

activation of the primary health care institutions in the study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medical treatment of the medical tourism foreign

patients for the activation of primary health care institutions, it is reflected

in the policy of the future was conduct.

As a result, I send an e-mail to members of about 8,919 member e-mail

address of the KMPA(Korean Medical Practitioners Association) as a

research object is registere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the cooperation of Seoul Medical Association, were analyzed the medical

institutions of the 173 of the last of the primary medical services 216

individual who responded to the survey in this study. The primary

dependent variable is whether medical care medical tourism foreign

patients.

For example of studys result
First, the place you are doing the medical treatment of the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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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foreign patients of medical institutions of 173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50 Total (28.5%), medical institutions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of one region 7 of Seoul and non-medical institutions 43 Seoul

I have done the medical treatment of the patients.

Second, medical tourism for foreign patient care performed by women is

higher 1,728 times than the man, age 60 and older than the age of -39 and

1.125 times, opening from outside the area in Seoul, Seoul than 1.471

times, higher number of doctors, the average number of outpatient, hospital

beds existence. treatment of foreign patients, including medical tourism is

not a significant.

Third, the medical subjects, 4.166 times the non-salary medical care

system than internal medicine, high 6.002 times the practice of multiple

subjects, number of nurses, and other employees, about the size of a large

medical institution, the size of the debt now, in many cases and analyzed

and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dical tourism foreign patients

treatment may forecast outlook is good.

These results, and that the health insurance structure of the main revenue of

medical institutions, the number of doctors grows gradually, by the increased

supply of medical markets, there is a difficulty of management for the

expansion of profit I found. About current debt relating to such things as the

size of non-salary medical care, multiple clinics, nurses, medical institutions by

it, the more valid for management improvement, carried out with the interest

practice aggressive medical tourism foreign patients that you are expected.

In practice at the time of medical tourism foreign patients, the policy

support request requirements of government, medical interpreters, human

resource development, public relations Oxygenating support, support of

improvement gold of facilities, development of medical tourism produc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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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der of medical disputes litigation support frequency has been

investigated, typically, the demand for Profit Corporate validation was high

opposition primary health care institutions ever seen in the results of

frequency that has changed compared to the previous.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primary health care institutions,

compared to research for activation of medical tourism existing common to

the analysis of whether the practice of medical tourism foreign patients of

primary health care institutions, Now that you have analyzed the effect of

the financial health has on the medical status of the medical tourism

foreign patients, there is discrimination of the previous studies.

Medical tourism, support the Government's concern about the foreign

policy of patient care, which began a few years, but in the meantime,

non-salary portion of the Agency's primary health care efforts, beauty,

cosmetic, skin care, health screenings, including mild cases in addition to

the salary, health care services, internal medicine, surgery, obstetrics and

Gynecology, urology, medical tourism to revitalize primary health care

institutions for foreign patient care healthcare tourism international factors

in patient care and medical requirements for non-active to analyze.

Therefore, this study medical tourism in the future treatment of foreign

patients in the formulation of policies for the activation could be used as a

basis.

key word : primary medical, medical tourism, foreign patients, profit making,

medical f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