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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urrent situation of Japanese tourists for medical tour of

Daejeon University hospital and to draw up a plan for better policies.

Methods : 59 Japanese tourists visiting oriental medicines hospital of Daejeon University from January

2012 to September 2012, were analysed in the statistics. And 8 of them answer a questionnaire about

reasons for selection of Daejeon University hospital, satisfaction for thread embedding therapy and side

effects of thread embedding therapy.

Results : A total of 59 foreigners visited oriental medicines hospital of Daejeon University for medical

service, consisting of 54 females(92 %), the thirties to fifties 71 % by age. The 87.5 % of patients

answered that the reason for choosing this hospital was the subsidization of the medical expenses, and 50

% for appropriate payment, 37.5 % for safety, 12.5 % for recommendation of the people who had good

experience at this hospital. The 71% of patients selected thread-embedding therapy for treating wrinkles.

The degree of satisfaction was evaluated as quite satisfaction of 87.5 %, full satisfaction of 12.5 %

showing that a whole number of the patients treated with thread-embedding therapy showed re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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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ion. This evaluation is, however, a short term survey which should lead to a further term study.

For the evaluation of side effects of thread-embedding therapy, 75 % of patients answered as pain

occurred during the therapy, 62.5 % as edema, 50 % as hypodermal bleeding.

Conclusion : First of all, there should be more constructive promotion and support for medical tour of

oriental medicines, ultimately leading to promoting better clusters of oriental medicines. Secondly, support

in terms of a medical law should be established for medical disputes, and the best follow-up service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 Japanese tourists, medical service, thread-embedding therapy

Ⅰ. 서  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국가 간 왕래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의료선진국

또는 휴양시설이 잘 갖춰진 국가를 방문하여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관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

건산업진흥원(2011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는 2010년에 총 81,789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였으

며, 이는 전년 대비 36 % 증가한 수치이며, 진료비 수

입은 2009년도 547억 원에서 2010년도 1,032억 원으로

약 89 % 증가하여 1인당 진료비는 131만 원으로 집

계 되었다1).

의료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는 큰 이유는 의료관광

을 통하여 고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일반적

으로 의료관광객의 특성상 일반 관광객과 비교하여

장기간 체류를 하며, 소비액 또한 3배에서 10배 정도

를 소비한다. 2010년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

인 환자 유치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2,406억 원, 취

업유발효과는 1,974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

하고 있다1).

최근 정부는 2011년 11만 명, 2015년 30만 명의 의

료관광객(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는 ‘의료관광사업 2단계 고도화전략’을

발표하였다2). 그러나 의료관광산업에 먼저 진출한 주

요 국가의 실적(2010년: 태국 156만 명, 인도 73만 명,

싱가포르 72만 명)3)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미미한 상

황이며 이들 국가와 경쟁하여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육성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 의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신의 의료기술도 중요하지

만, 한국의 전통적인 특색을 보다 갖춘다면 국가경쟁

력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특히 한국한의학연

구원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 보완대체의학 시

장 성장 흐름 및 규모가 2002년 1,000억 달러, 2006년

1,550억 달러, 2008년에는 2,000억 달러로 추정되면서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는 실정이다4). 한방 의료계는

이에 한방에 관한 인프라를 지역별로 구축하여 관련

문화 사업이나 축제 등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한방 웰

니스 관광’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사후 관리, 한방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 한약에 대한 의료 소비자의 불신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 외국인 환자의 의료 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한 예방 및 분쟁 조정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

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대전대학교 부속대전한방

병원에서의 의료관광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외국인 의료관광객 인구학적 분석

1) 성별 / 연령 / 매선시술선택비율

대전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 내원한 전체 외국인

환자는 총 59명이었으며, 이 중 여자가 54명으로 92

%를 차지하였다(Fig. 1-A).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0

명, 40대 15명, 50대 17명으로 중년층의 비율이 높았

다(Fig. 1-B). 내원한 환자는 침시술, 뜸시술, 한약치

료, 물리치료를 시술 받았고, 42명은 주름개선을 위한

매선시술을 선택하였다(Fig.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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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sex(A), age(B) and the

number of Japanese medical tourist taken

embedding therapy(C)

2) 월별분석

외국인 환자는 1, 3, 9월에 각각 12명, 11명, 13명으

로 상대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는 환자 개별

선호도보다는 여행사의 지원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사

료된다(Fig. 2).

2. 대전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선택
이유(다중 응답)

본 병원 의료관광객 중 13.6 %(8명)에게 설문지를

Fig. 2. Monthly change in Japanese medical

tourist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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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easons of selection of Daejeon University

hospital(multiple answers possible)

주어 2박 3일의 일정 중 마지막 날 아침에 평가하도

록 하였다. 본 병원을 의료관광병원으로 선택한 이유

로는 87.5 %가 여행사의 지원서비스라고 응답하였고,

가격의 적정성 50 %, 안전성 37.5 %, 기타 과거경험

을 한 관광객으로부터의 소개가 12.5 %를 차지하였

다. 이는 국내 환자의 병원선택 이유와는 구별되는 응

답으로 병원자체의 시설 및 전문성보다는 지자체, 관

광업계와 연계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필수적이

라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Fig. 3).

3. 매선시술에 대한 만족도 및 부작용

전체 본원 의료관광객의 71 %(42명)가 매선시술을

통한 동안 성형을 선택하였으며, 이 중 8명에게 시술

에 대한 만족도 및 부작용을 시술 1일 후 설문지를

통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만족도에 대해서는 87.5 %

에서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12.5 %는 ‘매우 만족한

다’고 응답하였다(Fig. 4).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한 다

중 응답으로 환자의 75 %에서 ‘시술 시 통증’을 부작

용으로 선택하였고, 62.5 %에서 ‘부종’, 50 %에서는

‘피하출혈(멍)’을 선택하였다(Fig. 5). 선택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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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A). Satisfaction scale of the thread-embedding therapy .

Very 
satisfied General DissatisfiedSatisfied 

Very 
dissatisfied 

Fig. 4(A). Satisfaction scale of the thread-embedding therapy .

Very 
satisfied General DissatisfiedSatisfied 

Very 
dissatisfied 

Fig. 4. Satisfaction scale of the thread-embedding

therapy

Unnaturalness Another wrinkle 
causing

PainBruiseEdema Etc.Unnaturalness Another wrinkle 
causing

PainBruiseEdema Etc.

Fig. 5. The side effects of thread-embedding therapy

예측하지 못한 증상이 아닌, 시술로 인하여 단기간 동

반되는 증상들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사후관리체계와

연동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시술로 이

어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Ⅲ. 결론 및 고찰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서비스가 결합된 일

종의 특화 관광 상품(SIT: special interest tourism)으

로 수익성과 고용창출효과가 큰 블루오션 서비스산업

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1). 특히 우

리의 의료산업은 가격, 기술력에서 주변 국가들보다

경쟁력이 있으므로 국내 의료 산업 발전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와 만성화된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외화획득을 위해 의료관광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활

성화할 필요가 있다5). 이에 저자는 2012년 1월부터 9

월까지 대전대학교 부속대전한방병원에서의 의료관광

현황을 분석하고, 한방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현황분석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대전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에 내원한 전체 외국인 환자는 총 59명이었으며, 이

중 여성이 54명으로 92 %였으며, 연령대별로는 30～

50대가 약 71 %로 분포되었다. 이 분포는 본 대전대

학교 부속한방병원의 특성상, 미용과 건강을 관심으

로 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본 관광 상품을 선택하였

기 때문에 더욱 편향된 것으로 보인다.

본 병원을 의료관광으로 선택한 이유로는 87.5 %

의 환자에서 여행사의 지원서비스라고 응답하였고,

가격의 적정성 50 %, 안전성 37.5 %, 기타 경험자의

소개로 온 것이 12.5 %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환자

의 병원선택 이유와는 구별되는 응답으로 병원자체의

시설 및 전문성보다는 지자체, 관광업계와 연계를 통

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필수적이라 것을 반영하는 결

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장기적인 의료관광의 지속

성을 위해서는 경험자들의 만족이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

외국인 환자는 본원에서 선택한 전문과(부인과ㆍ

내과ㆍ침구의학과)에서 상담 및 침치료, 뜸치료, 한약

치료를 받았다. 전체 외국인의 71 %(42명)는 주름개

선을 위한 매선시술을 선택하였다. 이는 모두 미리 제

공된 본 한방병원의 관광상품 중 각각의 선택에 의해

실시되었다.

매선 시술 후 만족도에 대해서는 87.5 %에서 ‘만족

한다’, 12.5 %는 ‘매우 만족한다’고 하여, 모두가 만족

한다는 답하였으나, 이는 단기적인 평가로 보다 장기

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매선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해서

는 환자의 75 %에서 ‘시술 시 통증’을 부작용으로 선

택하였고, 62.5 %에서 ‘부종’, 50 %에서는 ‘피하출혈

(멍)’을 선택하였다. 선택한 사항은 예측하지 못한 증

상이 아닌, 시술로 인하여 단기간 동반되는 증상들로

이에 대해서는 향후 사후관리체계와 연동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시술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한방 의료관광산업 활성

화를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한방 의료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 유치, 지원을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한방의료

클러스터의 육성이 시급하다. 앞의 연구결과에서 밝

힌 바와 같이, 본 병원을 의료관광병원으로 선택한 환

자들의 가장 큰 이유는 여행사의 지원서비스였다. 이

는 국내환자의 병원선택 이유와는 구별되는 응답으로

정부 차원의 홍보를 통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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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관광산업 경쟁력 제

고 방안을 2008년에 수립하였으나6), 한방 의료관광산

업에 관해서는 아직 실현된 바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한방 의료관광은 건강 및 치료 증진을 목적으로

한방 의약 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의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보건 관광을 의미한다. 즉, 사

상체질검진, 침치료, 뜸치료, 부항 치료, 봉약침치료,

매선요법, 추나요법, 한약치료 등의 진단 및 치료를

통한 헬스 투어리즘인 것이다7). 그러므로 정부는 보

다 적극적으로 한방 의료관광을 홍보, 유치해야 하며,

의료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재정 및 세제지원

등으로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국가지정의 한방 의료

단지를 육성하여8), 급변하는 의료 관광 시장에 근본

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환자의 사후 관리 및 의료 분쟁과 관

련한 의료법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매선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한 다중 응답으로 시

술 시 통증, 부종, 피하출혈(멍)을 선택하였다. 이는

시술로 인해 예측되는 단기간 동반증상이기는 하나,

외국인으로 하여금 불안감 및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서 향후 사후관리체계와

연동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측되지 않는 돌발 상황

및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시

급하다. 방법으로는 출국 후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퇴

원 시 각종 증명서 외국어 발급(의료법 제17조), 현지

병원(의사)과 리퍼협약 또는 원격진료 U-헬스 방법

(의료법 제34조)9) 등이 있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의

료 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한 예방 및 분쟁 조정 구축

이 필요하다.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에서는 합의 유도,

의료분쟁조정법의 최대 활용, 중재방법의 진료계약서

포함 유도가 효율적이며 국가별 의료소송제도의 유ㆍ

불리점을 검토하여 재판준거법, 관할지법원을 결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9). 이밖에도 언어문제와 국내 법제

도를 모르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에 대해서는 무과실보

상, 입증책임의 전환, 관련 보험상품개발 등 보호 정

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10).

저자는 한방 의료관광관련 선행연구의 부족, 관련

연구의 부족 등으로 인해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본

논문은 일본인 관광객의 한방의료관광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다차원적인 개념들로 구성된 후행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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