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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시행 이후에 나타난 성과와 

향후의 과제

문  성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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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적인 의료관광을 위한 제도적 과제

Ⅳ. 맺는 글

I. 들어가는 글

2009년 1월 2일 대통령 신년국정연설에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17가지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여 향후 일자리의 확보는 물론 국부창출의 

원천으로 삼겠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다. 이 같은 발표가 있은 직후, 기획재

정부는 17가지의 신성장동력 사업1)을 발표하 는데, 그 가운데 고부가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의 5가지 종목 가운데 한 가지로 ‘Global 

* 논문접수: 2010. 10. 31.  * 심사개시: 2010. 11. 10.  * 게재확정: 2010. 12. 10.
*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1)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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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Care’를 선정하여 2013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20만 명까지 유치하

여(2008년 2만 7천여 명)2) 7,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조 100억 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다.3) Global Health 

Care라 함은 지금까지 의료의 개념(환자의 질병치료 내지 통증 완화)과는 

달리 21세기의 첨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휴양, 레저, 문화 활동 등을 

결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산업으로서 아시아, 동유럽, 중남미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휴양시설을 갖추고 미국, 유럽, 

국, 일본 등의 해외 환자들을 유치하여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

는 복합 서비스 산업이다.4) 우리나라는 Global Health Care 등을 육성 발

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경제부는 소관 10개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총 7조 3천억 원을 투자

하고, 90조 5천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2009년 한 

해 동안에 연구개발비로(R&D) 8천 5백억 원, 非 R&D 분야에 4천 5백억 원 

등 총 1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혀,5) 향후 Global Health Care

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외국인 환자들에게 친화적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

하여 국내의료기관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외국인 환자의 인지도, 접근

성, 사후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법 ․ 제도를 정비하고 나아가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확대해 나아가겠다는 것이 그것이다.6) 나아

녹색기술산업분야 첨단융합산업 분야 고부가서비스 분야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고도물처리

4. LED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그린도시

 7. 방송통신융합산업

 8. IT융합시스템

 9. 로봇응용

10. 신소재·나노융합

11.바이오제약(지원)·의료기기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글로벌헬스케어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15. 녹색금융

16. 문화콘텐츠·SW
17. MICE·관광

2) 이 통계는 국정감사 발표의 통계이며, 그 근거가 없어 정확한 통계라 할 수 없다.
3)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발표｣, 보도자료, 2009.5.27.
4) Export Promotion Department of Thailand, 2003.
5) 지식경제부, 2009.1.13.
6) 국무총리실 ․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식경제부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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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중심병원을 확대하여 줄기세포치료 산업 등을 선점하고 임상시험 

인프라 등의 확충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제도의 개정과, 

시범사업으로서 u-health 시장기반을 조성하고 원천기술개발과 국제표준

화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겠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09년 1

월 8일 의료법 일부를 개정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을 위하여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를 신

설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등을 예고 완료하 으며,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를 인정하여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

하 다. 그러나 부분적 법 개정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은 국제경쟁력의 

제고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문제점에 노출될 수 있다. 

나아가 의료의 공공성과 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

여,7)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 리법인에 한하여 의료기관을 개

설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서8)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등에 많은 제약을 받

고 있는 실정이며 나아가 의료관광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지도

가 높은 외국의 의료기관의 국내유치와 국내병원의 글로벌화 ․ 대형화에 많

은 제한을 받고 있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의료수준의 

해외인지도(Awareness)의 저하, 외국인 환자의 국내의료기관의 접근성

(Accessibility)을 어렵게 하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Accounta-

bility)의 어려움,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 기반의 미약 기타 산업과 융복합화

를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있어 장애를 제공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점으

로 인하여 의료관광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난 오늘날의 성과는 국내 대부분

의 병원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 

․ 금융위원회, 신성장동력 추진계획, 2009. 5, 제5면 이하.
7) 리의료법인의 부정적인 면은 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의료비가 상승하고, 진료의 질

이 떨어지고,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재가 심화된다는 우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8)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 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

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대한상공회의소, ｢의료관광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조사｣, 보도자료, 201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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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로서는 인도, 태

국,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인도는 의료 인프라의 취약과 위생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 인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4년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인도를 방문한 환자는 

약 18만 명으로 연 약 3.3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얻고 있다.10) 태국은 아시

아 의료허브를 목표로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함으로

서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는데, 태국에

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는 매년 평균 27%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으며, 2005

년에는 128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8.9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얻었다. 

싱가포르도 2004년 27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2.9억 달러의 외화수

입을 벌어들 으며, 싱가포르정부는 2012년까지 연 100만 명의 해외환자

를 유치하여 30억 달러(GDP 1%)의 외화수입과 약 1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 태국,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고는 우리나라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먼저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태국, 인도, 싱가포르에서의 의료관광의 내용과 현황 및 정부의 제도적 지

원의 내용 등을 살펴보고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갖

추어야 할 제도적 과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0) 맥킨지 & 인도산업협회 보고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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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의료관광산업과 정책

1. 세계 최고의 병원을 목표로 하는 인도의 의료

가. 의료 아웃소싱의 도전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아웃소싱(out-

sourcing)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Mckinsey Global 

Institute)의 보고서 내용에는 세계 서비스 고용자의 11%는 해외나 원격지

로 옮겨간다는 내용이 있는데,11) 아웃소싱의 주요 핵심적인 내용은 값싼 

인건비(cost advantage)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인

도는 모든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공장 등을 건

설하기 위한 넓은 부지와 좋은 원자재 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성공적으로 아웃소싱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는 

IT기술, 화학, 고도의 의료기술을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맥킨지 글로벌 연

구소에서는 글로벌 경제를 크게 8가지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 가운데 아

웃소싱 할 수 있는 업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관련서비스(49%)를 들고 있는 반면에 비율이 낮은 것으로 health care 

(8%), 소매업(3%) 등을 지적하고 있다.12) 특히 의료와 관련하여 진료기록

카드의 보존과 원격화상 진단 등은 IT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소매

업과 같이 지역성이 강하고, health care의 경우 생각보다 글로벌화가 어

렵다고 하는 것이 맥킨지 연구소 보고서의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인도는 

과감하게 정책을 수립하여 health care outsourcing을 통한 의료정책에 

도전을 하 다. 인도에는 진료기록의 보존과 상진단의 아웃소싱의 시장

규모가 이미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도 있다.13) 구체적인 예

로서 미국과 많은 시차가 있는 인도에서는 미국 병원에서의 화상진단을 통

11) http://www.mckinsey.com/mgi/, 2010. 11. 2일 접속.
12) 상기 접속 내용.
13) Economist, 2008. 10, 제70~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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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국의 야간 시간에 인도에서 행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환경

을 만들었다.

최근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하여 경기의 침체가 유지되고 있으나, 인도는 

2028년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을 목표로 지속적 경제 발전의 잠재력이 가

장 높은 젊은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인도는 

인구의 32%가 14세 미만이며, 15세 이상 64세가 63%, 65세 이상이 5%로

서 2050년에는 세계 최대 인구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50년에는 

GDP 27조 8030억 달러로 상승하여 미국 경제의 약 80%의 규모가 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의료의 아웃소싱의 원동력도 바로 젊은 인

구 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에 거

주하고 있는 인도계의 의사는 약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과학자의 12% 

이상(NASA 과학자는 36% 이상), 마이크로 소프트 사와 IBM 등 세계기업

의 약 30%가 인도계로 예상하고 있다. 의사의 경우 의료교육을 미국에서 

받은 후에 다시 인도로 귀국한 의사가 많으며, 무엇보다 인도는 과거 국

의 식민지 던 관계로 상류층에서는 어가 모국어 수준이라는 점에서 의

료와 관련하여 언어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나. 인도의료 인프라 현황

인도는 미국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의사에 의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저렴한 인건비로 인한 저렴한 의료수가, 언어의 장벽이 없는 환경으로 인

하여 당연히 어권 국가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뿐만 아니라 풍부한 관

광자원이 있어 휴양할 수 있는 리조트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의료

관광 상품은 치료와 아유베다(5천년 이상 인도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한 세

계최초의 의학체계), 요가,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타지마할 방문을 하나로 

묶은 아유베다, 요가, 스파 사이트를 개설하여 인도 내에서 운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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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베다/요가 센터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관광객은 자신이 원하는 치료, 

명상 프로그램 및 관광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참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병

원가운데 최대 규모인 아폴로 병원(Indraprastha Apollo Hospitals)은 심

장 ․ 간장 이식수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최고 병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표 2-1> 인도와 미국의 수술비 비교

미국(US $) 인도(US $) 미국/인도(%)

골수이식 250,000 69,000 3, 6

생체간이식 300,000 69,000 4, 3

심장수술 30,000 8,000 3, 8

정형외과 20,000 6,000 3, 3

백내장수술 2,000 12,50 1, 6

(http://business.nikkeibp.co.jp/article/world/20060522/102394)

최근에 아폴로 병원은 인도 각지와 스리랑카 등에 38개 병원, 4000여 명

의 의사를 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 내 ․ 외에서 방문하는 환자의 수는 

미국과 국을 중심으로 유럽, 중동, 러시아 등으로부터 연간 약 9만 5000

여 명의 환자가 방문하고 있다. 인도의 아폴로 그룹은 상장 기업으로서 

2009년 결산 발표에 의하면 2008년 제4 ․ 4분기 수익은 전년도의 같은 기

간과 비교할 때 31.6% 증가한 31억 1800만 루피, 순이익은 48.9% 증가한 

2억 1900만 루피로서 병원부문에서의 수익은 연 21% 향상된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14) 병원부문에서의 수익이 비교적 크게 신장되지 않은 이유는 

인도의 경우 의료비가 낮은 점을 들 수 있다. 아폴로 그룹 가운데에서도 대

표적인 뉴델리 아폴로 병원은 1996년에 설립되어, 560병상(140병상의 ICU

베드, 44병상의 HCU베드 포함), 14개의 수술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경

14) http://indonews.jp/2008/06/20084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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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최초로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15) 인증을 받았으

며, 기타 ISO14001, 9001의 인증을 받아 의료의 대외적인 신뢰를 구축하

다.

다. 인도의 의료관광의 내용

아직도 카스트제도의 향이 남아 있는 인도에서는 의료보험제도가 크게 

발전하지 못하 으나 2000년 민간부분과 외국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을 허

용한 이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병원들은 지속적으

로 첨단의료기기 및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공공부문과 대비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Delhi, Mumbai, Chennai emnd 대도시에 집중되

어 있는 업망을 Surat, Nagpur, Chandigrah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

소 도시로 확장해 가면서 기존의 병원 기타 관련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통하여 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대형 민간 병원의 경우에는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데 Wockhardt는 Harvard Medical Inter-

national과 기술 및 서비스교육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 Apollo는 John 

Hopkins Medicine International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있

다.

인도 의료의 장점으로 의료비는 GDP대비 약 5% 정도이며,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의료비는 우리나라 의료비의 약 5분의 1 정도로서, 대부분의 

수술비용은 미국의 8~28% 정도의 저비용으로 외과수술로 유명한 태국보

다도 낮은 수준이다. 인도 의료산업의 강점은 의료비용면에서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데 있으

며, 특히 인도의 심장혈관우회수술(Cardiac Bypass)은 미국(97.5%)보다 

15) 미국의 시설국제의료기관평가원원회(JCAHO)가 글로벌 의료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되

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으로 현재 35개국에서 209개의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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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공률(98.7%)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환자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이 의료 인프라의 취약과 국가 위생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 인식

에도 불구하고 해외환자의 유치는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인도에 입국하는 환자의 수는 2004년 18만 명으로 수입 3억 300

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16) 맥킨지와 인도산업협회는 2012년에는 수입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17) 의료관광의 선두병원인 아폴로 

병원의 경우 2001년부터 3년 동안 약 6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 는

데,18) 인도에서 의료관광의 성공적인 성과는 저렴한 의료비와 짧은 시술 

대기시간, 선진의료기술의 확보, IT의 강점을 활용한 의료홍보 및 환자유

치, 정부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인도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산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1991년 이전까지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의료 

서비스 산업은 자유경쟁을 유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인도정부는 의료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제공, 

세제우대, 메디컬 투어리즘의 육성책을 수립하여 2010년 의료관광객 100

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인도산업연맹(CI)과 Mackinsey

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인도가 의료관광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

은 2012년에는 22억 달러(약2조508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9) 

2.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태국의 의료

가. 영리병원 중심의 의료정책

태국 의료의 특징은 민간 리병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태국은 방

콕병원 그룹과 범룽랏 병원을 포함하여 13개 기업형의 병원이 상장하고 있

16)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17) 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 의료관광산업의 성공사례 및 시사점-인도, 태국,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2006. 3, 제2면.
18) A hospital Empire grows, Mr. Salo has ‘Real doubts,’ The Wall Street Journal, 2004. 4. 26.
19) http://www.mckinsey.com/mgi/, 2010. 11. 2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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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운데, 경 도 BSC(Balance Score Card) 등의 업적평가 시스템을 도

입하거나 ISO 취득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20) 그 가운데 방

콕병원은 Bangkok Dusit Med Service(BGH; Bangkok)라는 상장주식회

사의 기간병원21)으로 16층 건물의 중앙병원 이외에 14개의 병원을 운 하

고 있는 거대병원 그룹이다. 방콕병원은 태국 국민 3%의 부유층과 해외기

업 주재원, 관광객 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받으

려는 환자들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태국과 인접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서, 아시아 건강 리조트의 중심이 되게 하려는 정부정책에 부합하여 외국

인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게 되었다. 외국인을 대

상으로 특화한 방콕 국제병원 이외에 미국 등 각지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태국인 심장외과 의사를 초청하여 심장전문병원을 개설 하는 등 시설과 의

료진 등의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 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등 서비

스 데스크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환자로서 중동의 이슬람교 

환자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는 테러 등의 우려로 미국에 입국이 어렵

거나 기타 체재하기 어려운 중동 이슬람교도의 대부분이 대체지로서 태국

을 선택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태국은 종교적 차별이 많지 않으며 태국 

내에서 이슬람교도가 약3%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음식과 생활면에서도 그 

만큼 대응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방콕병원은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현

재 태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200여 명 이상의 의사가 미국에서 수학하거

나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이다. 이외에 국의 메디컬 스쿨에서 유학한 경

험자 등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많이 있다. 또 태국의 범룽

랏병원(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은 인도네시아, 남아시아와 

20) http://investing.businesswork.com/research/stock/snapshot/snapshot.aspzticker=BGH:TB. 
2010. 11. 4. 접속.

21) Bangkok Duist Medical Service Public Company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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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부유층과 아랍 국가들로부터 유입된 환자가 40만 명을 넘어

서고 있으며, 매년 유치하고 있는 환자 90만 명 가운데 35만 명은 150개국

에서 들어온 외국인 환자이다.22) 호화스러운 로비를 갖추고, 패스트푸드점

과 커피 전문매장(스타벅스), 고급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병실에서 음식

에 제한이 없는 경우, 주문을 하면 병실까지 배달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

여 태국 내에서도 치료와 서비스 면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며, JCI인증

을 획득한 중심 병원이다.

나. 국립대학병원의 해외환자유치의 관심

태국의 쭈라롱꼰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은1916년 태국 국왕이 

설립한 태국 최초의 대학으로서, 부속병원인 쭈라롱꼰대학의 부속병원도 의

료수준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마히돌 대학(Mahidol 

University) 병원과 함께 태국 의료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병원이다. 2007년 

1500병상, 의사 약409명, 간호사 약1200명으로, 왜래 환자는 연간 약97만 

명이며 평균 입원 일은 약 10일이다.23)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은 환자들이 많

아 의료수준은 매우 높지만 의료 환경은 그다지 쾌적하다 할 수 없다는 점에

서 민간 리병원과 큰 차이가 있다. 병실은 적고, 대부분이 큰 병실로 구성

되어 있으며 냉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태국에서는 의사의 

겸업을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으므로 민간 리병원인 범룽랏 병원과 방콕병

원에 쭈라롱꼰 등의 대학병원 의사가 방문하여 진찰과 수술을 하기도 한다. 

다만 업무 시간 내의 출장은 자유롭지 않으나, 16시 이후 시간별, 특히 토요

일과 일요일의 이른 아침 시간과 심야 시간에 회진이 많이 이루어진다. 태국

에서 의사들의 임금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최근에는 쭈라롱꼰 

대학에서도 의사들의 처우 개선과 수익향상을 위하여 해외환자 유치에 많은 

22) 중앙일보, 2006. 2월 1일자 기사.
23)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langpair=en%7Cko&u=http://www. 

mahidol.ac.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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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실정이다. 

다. 태국의 의료 환경과 의료관광

(1) 태국의 의료 환경

태국의 외국인 환자유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태국이 의료관광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높은 

의료수준, 언어 문제의 해결, 의료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보유한 병원 그리

고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국가인 싱가포

르, 말레이시아도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오직 이것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그 이외의 요인으로서 서구인과 아랍인들에 대

한 정신적인 이해를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환자와 동행한 가족들은 병원을 

중심으로 넓은 객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관광자원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

레이시아보다 태국이 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호텔비용

이 저렴하여 치료를 겸하여 가족들이 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매혹적

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나아가 미용성형과 성전환, 출산이 그 목적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본인도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다. 태국은 외국인 방문

자에 대하여 환대한다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요

소들이 어울려 태국의 의료관광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평가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높은 의료기술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태국의 GDP는 6조 950억 바트로 세계 34위(2000년), 1인당 11만 바트(1

바트는 37.29원), 인구 6,304만 명이다(2007년). 그 가운데 수도 방콕에 

거주하는 인구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대략 1,0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태국에는 1888년 서양의학의 병원을 설립한 이후 1978년 primary 

health care의 개념이 제창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의료를 제공하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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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부유층을 위한 민간보험, 공무원의료급부

제도(CSMBS), 피용자사회보장제도(SSS) 등 3가지 다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CCMBS는 약 700만 명의 공무원을 위한 의료제도로서, 극소수의 자

들만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CCMBS는 수진병원의 등록이 필요 없으며, 보

험료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낮은 공무원들의 급여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요소가 강하여 사회보험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SSS는 노동사회복지부

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적용대상자는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

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의료뿐만 아니라 연금, 장애, 사망, 출산, 

아동수당을 포함한다. 입원, 외래를 포함하여 수진 시에 자기부담은 없으

나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가장 혜택을 받고 있는 CCMBS도 JCI인증을 받

은 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태국의 의료는 양극화

가 뚜렷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의료관광의 현황

태국의 병원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의료업이라는 비즈니

스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1980년부터는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하여 유휴설비가 50%에 이를 정도로 의료수요가 위축되면서 이를 

타개하고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태국의 개인병원협회(Private 

Hospital Association of Thailland)는 수출진흥국(Department of Export 

Promotion)에 대하여 고소득 국가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간호 ․ 간병서비스를 

실시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을 하 으며, 태국 정부도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쳐 1998년 서비스비지니스청(Service Business Bureau: SBB)을 

설립, 의료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 다. 이를 위하여 태국 

정부는 자국을 2004년 6월 ‘의료수도(the Health Capital)’ 전략을 발표하

으며, 보건부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긴급수송용 전세항공기를 통한 지원 

사업, MRI 등 고가장비를 지방 국립병원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R&D 활성화 등을 지원하 고, 상무부는 태국국제의료센터 ｢Thailand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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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t International Center for Healthcare｣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부

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개발을 위하여 ‘의료서비스와 의료 관련 상품을 

위한 전략지원위원회(Committee on Strategic Support for Health Ser-

vices and Health-Related Products)’를 조직하여 운 하고 있다.

특히 태국은 2010년까지 ‘아시아 의료서비스 중심지(the Center for 

Healthcare Service in Asia)’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

(Health Tourism Hub of Asia)’를 목표로 해외 환자 유치를 2003년 97만 명

에서 2010년 200만 명으로 증가시키고, 같은 기간 내의 수익을 190억 바트

(약 4.6억 달러)에서 800억 바트(약 22.8억 달러)로 확대하고, 건강관련 서

비스(스파, 전통마사지, 장기체류)에서 ‘아시아 웰빙 수도(Wellness Capital 

of Asia)건설을 위해 스파(spa)산업’을 매년 20～25% 성장시키며, 건강을 위

한 ‘태국의 허브(Thai Herbs for Health)’를 목표로 허브상품의 국내 생산 및 

해외 수출을 장려하여 태국산 제품의 세계시장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0년까지 원스톱 서비스정신에 입각

하여 각 부문 협력 및 정보교류 확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를 제공하고, ‘Thailand Brand in Healthcare’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홍보 및 마케팅 노력을 수행하며, 의료전문직 뿐만 아니라 

지원직 등 인적자원에 대한 규모와 질을 개선하고, 태국을 국제기술컨퍼런

스 센터로 육성하여 태국의 의료진의 능력과 실적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겠다

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태국에서 의료관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차별화된 틈새시장 공략과 

국제인증을 통한 신뢰감 확보, 의료 ․ 건강관리서비스 ․ 허브상품의 동반성장

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장기투숙 ․ 요양을 위한 휴

양리조트, 여가 프로그램, 일대일 간호 ․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국 내의 

병원시설과 의료수준에 대하여 국제적 인증을 획득하여 대외적 신뢰를 구축

하여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스파, 전통마사지, 허브상품 등이 융합된 복

합의료관광을 통한 시장기회를 창출하 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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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저한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싱가포르의 의료

가. 산업정책 일환으로서의 의료

싱가포르 정부는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파악하여 

서비스산업을 제2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1985년 경제위원

회(Economic Committee)의 보고서를 통해서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 다. 1998년 11월 국가경쟁력위원

회(CSC: Committee on Singapore’s Competitiveness)의 Industry 21에

서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경제 성장의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전자, 생명공

학, 교육, 의료, 통신 분야 등을 중점적 육성 분야로 선정하여, 2007년 의

료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등을 통하여 200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의 결과를 가져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2년 ｢Singapore Medicine 구상｣에서 연간 200만 

싱가포르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

용을 발표하 는데 본 계획에는 싱가포르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외광고를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중국 등으로부터 약 150여명의 의사가 싱가포

르의 의료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견학하고 있다. 나아가 싱가포르 관광

청은 중국에 있는 대규모 여행회사와 제휴하여 단기 종합 정 건강진단을 

위한 프로그램의 여행 상품을 만들어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프

로모션을 통하여 2002년에 21만 명이 싱가포르를 방문하 고, 약 4억 

1,500만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는 의료시장을 형성하 는데 2012년에는 연

간 약 100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약 30억 싱가포르 달러의 의료시장

을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24) 싱가포르에서 해외환자를 유

치하는 대표적인 병원은 Parkway Health Group의 Mount Elizabeth 

Hospital이다. 이 병원은 싱가포르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505병상

을 갖춘 약 280여 명의 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JCI 인증을 받은 병원

24) http://www.hiwave.or.jp/HAPEE/sing_report/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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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동 병원 그룹의 3개 병원에서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의 약 

60%를 수용하여 동남아시아 유일의 미국에서 제조한 로봇 수술시스템인 

다빈치를 도입하여 운 하고 있다.

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노력

싱가포르의 병원은 국립병원과 그룹 형태의 민간 리법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립병원으로는 SGH(Singapore General Hospital)와 NUH 

(Singapore University Hospital) 종합병원인 Alexandria Hospital, 여성

․ 소아 전문병원인 KKH 등이 있다. 또 민간 리병원으로 앞에서 소개한 

Parkway Health Group의 Mount Elizabeth Hospital 이외에 Rats Holtz 

Medical Group이 있으며, Rats Holtz 병원은 380병상을 갖추고, 싱가포

르에 40여 개의 클리닉과 홍콩에 6개의 클리닉을 운 하고 있다.

싱가포르 보건당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수준이 

높은 의료진을 충원한 결과 환자의 수가 1998년 5,148명에서 2008년 

7,841명으로 증가 하 으며, 신규 의료면허 취득자 가운데 해외에서 양성

된 의료면허 취득자는 2003년 408명에서 2008년 637명으로 증가하 다. 

특히 싱가포르는 민간 리병원의 경우 병원이 청구하는 병원비와 의사가 

청구하는 진료비는 미국과 같은 방식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의사의 

권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민간 리병원은 국립병원과 달리, 1인 병실 내지 2인 병실을 중심으로 

운 되며, 병원비에는 병실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주변 국가의 부유층

을 상대로 싱가포르 의료를 받기위해 입국하는 환자들을 위하여 차별화된 

병실을 운 하고 있다. 이 경우 의사의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준

이 없으며 지불자의 지불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싱가포르정부는 국립병원의 민 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싱가포르 국립대학 병원의 경우 1985년에 민 화를 통하여 국가 고정

예산에 의한 운 에서 리 추구를 위한 운 으로 그 방침을 바꾸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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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노력에 의하여 싱가포르가 유치한 해외환자는 2002년 20만 명에

서 2007년 46만 명으로 증가하 으며, 외국인 환자가 지출한 비용은 2007

년 946,7억 싱가포르 달러(628.2억 미국 달러)로서 총 여행 지출액의 10%

를 차지하며, 의료비 지출이 전체 지출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3%에서 2007년 10%로 증가하 다. 나아가 싱가포르 정부는 2012년까지 

100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GDP 1%인 26억 싱가포르 달러의 부가가

치와 1만 3,000개의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초에 싱가포르정부는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바

이오 메디컬 이니셔티브(Biomedical Initiative)를 발족하여 산업육성정책

을 시행하 는데,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개발 추진은 바이오메디컬산업과 

관련된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계획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바이오메디컬산업

의 발전에 따라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

다. 즉 경제개발위원회는 2003년 과학기술연구청(A Star: 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과 보건부(MOH) 및 각 대학들과 함께 

바이오메디컬 연구개발을 위한 바이오 폴리스(Biopolis)를 설립하여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 는데, 오늘날 전체 제조업의 

부가가치 중 바이오메디컬이 차지하는 비중은 22.2%, 부가가치는 2004년 

약 176억 싱가포르 달러에서 2007년 약 244억 싱가포르달러로 약 39%의 

성장을 가져왔다. 싱가포르 관광청(STB: Singapore Tourism Board)의 조

사결과에 의하면 해외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2007년 기준 

93%로 공항시설 및 서비스와 함께 가장 높은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

데, 향후 해외환자들의 방문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4. 소 결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 태국, 싱

가포르의 의료 환경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인도는 의료 인프라의 취약 및 위생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 인식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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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의료관광의 주요 성공요인

국가명 주요 성공요인

인 도

◦ 선진국의 8분의 1 수준의 의료서비스 가격과 대기시간이 없는 수술

◦ 선진의료 기술을 통한 국제 신뢰회복

◦ IT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료 홍보 및 해외환자의 유치

◦ 의료비자 발급, 의료관광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의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

태 국

◦ 차별화된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공신력이 있는 의료서비스의 국제인증

◦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허브상품의 동반성장을 도모

싱가포르 

◦ 경쟁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강화

◦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료서비스 고급화

◦ 해외환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센터 운영

출처. 아시아 의료관광산업의 성공사례 및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3. 3면.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국가의 지원에 의하여 매

년 약 25% 의 증가율을 가져오고 있으며, 2012년에는 약 22억 달러 외화수

입을 가져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25) 태국은 아시아 의료허브를 목표로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해외환자의 유치를 통하여 부가가치의 창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로서 평가할 수 있다. 태국의 해외환자 유치는 매년 

평균 약 27%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2005년에는 약 128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2.9억 달러 외화 수입을 가져왔다. 싱가포르 정부도 

2012년에 연 100만 명의 해외 환자를 유치하여 30억 달러(GDP 1%)의 외화

수입과 1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

다. 이 같이 각 국가들이 의료관광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구

적인 노력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지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다.

25) 맥킨지&인도산업협회보고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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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리나라의 글로벌헬스케어의 내용과 제도적 과제

1.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과 추진방향

Global Health Care의 유형은 신약의 개발과 이를 통한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교육 ․ 연구 개발형,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의료

기술에 의존하여 난치병 기타 프리미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중증치료를 

그 목적으로 하는 유형, 성형, 미용 등 기본적인 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유

형, 싱가포르 바이오 허브, 지역 Referral Center, 상하이 국제의료지구,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와 같은 복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

리정부는 Global Health Care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외과 예약수술, 암환

자, 심장질환, 장기이식 등과 같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여 고부

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내 의료기관

과 외국 정부 간에 진료협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해외환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으나,26) 의료관광 시행 1년이 지난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실행을 위하여 착수한 것은 사실상 없는 것 같다. 나아가 중증환자를 집중

적으로 유치할 경우 불가역적으로 의료과오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들을 중심

으로 제기되었던 우려는 의료관광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조사 결과에서 구

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27) 즉 해외환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주요 병원

들은 외국인 환자와 의료분쟁 발생 시의 대처(11.2%)에 대한 어려움을 나

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는 자국민이 아니라 외국 환자와의 문

제라는 점에서 문제해결의 방향성의 제시 여부는 의료관광의 성패를 좌우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의료관광을 성공할 수 있었던 

26) 지식경제부, 2009. 1. 13.
27) 대한상공회의소, 전게보도자료,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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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인은, 의료 ․ 관광 ․ IT 등 관련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고, 자국의 경쟁우위 기반을 활용한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과 차별화

된 마케팅,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신뢰도를 향

상시킨 것에 기인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료 ․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낮은 경쟁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및 관광수지 적자의 증가는 물론 일자리 창

출의 기회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28)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의 현황은 2008년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마케팅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수준은 선진국에 근접하면서

도 의료서비스 가격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편으로 의료서

비스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29) 그러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의 기준이 되었던 Medical 

Skin Care의 경우 싱가포르, 일본, 태국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방진료도 중국(본토), 싱가포르, 홍콩 순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

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험자들의 만족도는 다른 국가들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30)는 점을 감안할 때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관광에 대하여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에서도 의료관

광과 관련하여 많은 단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방문을 위한 거리, 즉 시간

과 비용의 지출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그것이며, 의료진들의 불친절, 의료

시설 및 기술의 부족 등을 언급하고 있다31)는 점에서 우리나라 Global 

Health Care의 전망을 불확실하게 하고 있다.

28)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게서, 제1면.
29) 한국관광공사, 2008 의료마케팅조사, 제3면.
30) 한국관광공사, 상게서, 제24면.
31)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설문조사결과 분석보고서, 2007. 5,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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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2009년 대비 외국인 환자의 추이

기업 구분 약간 증가 크게 증가 2배 증가
비슷한 

수준
약간 감소 큰폭 감소 없다

전 체 17.1 1.1 0.4 67.5 7.6 1.5 4.8

종합병원

병원

의원

48.3

12.9

12.6

5.2

2.4

0.0

0.0

0.0

0.6

37.9

61.2

74.5

5.2

14.1

6.3

1.7

2.4

1.3

1.7

7.0

4.7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의료관광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조사｣

2.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과 인프라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유치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알 수 없으며, 일부기관의 설문조사에 의한 외국인 환자 진료실적의 경우

에도 순수하게 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 거주하는 동

안에 발생한 질환으로 인하여 병원을 찾은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 정확

한 통계는 파악할 수 없다. 또 미용성형, 비침습적 척추수술, 인공수정, 라

식수술, 차아미백 등과 같은 일부 고급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일부 아시아지

역 외국인 환자들에게 지명도 획득에 성공하 다는 평가도 그 근거가 빈약

한 실정이다.32) 2005년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위생)과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모든 종별 의료기관 전수(종합전문요양기관 42개, 종

합병원 241개,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13,096개, 의원 24,301개)를 대상

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내거주자와 해외거주자를 포함하여 2004년 

80,573명, 2005년 107,24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거주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33) 특히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을 한 국내병원 46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관광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조사｣ 결과에서는 지금까지 의료관광사

업의 성과에 대하여 응답병원의 93.9%가 아직 기대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3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연

구, 2006. 2. 제139면.
3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상게서, 제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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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내고 있어, 의료관광 시행 1년 이후의 평가를 통한 새로운 정책의 수

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반면 2009년 6월 15일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하

여 등록한 의료기관 277개, 유치업체 26개소 등 303개 기관으로서, 2009

년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의 수는 9,075명, 전년 

동기대비 약 32.1% 증가하 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으나34)그 근거가 불확실

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2010년 5월 3일 ｢의료관광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조사｣ 결과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이후 우리나라 의료관광사업

의 성과는 아직까지 국내병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오히려 외국인 환자가 줄었다는 응답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다.35)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인

프라 확장의 추세를 반 하여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연 4～5%의 증가율

을 기록하고 있으며, 의료시설은 4.7%, 병원의 경우 2006년 현재 1,513개

로 동 기간 대비 연평균 6.5% 증가하 고, 의료관계자 53만 명(전체고용의 

3.4%)으로 파악되어 연평균 5.9%가 증가하 는데, 이 같은 통계를 보더라

도 시설투자가 의료서비스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가하

게 된 주요인으로는 국민들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리성

이 보장된 개인 병 ․ 의원 간의 경쟁에 따른 병원시설의 대형화 추세를 반

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36)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수준은 미국 대

비 76%, 일본의 85%, 유럽의 87% 수준으로, 특히 암 치료, 장기이식, 미용

․ 성형 ․ 피부과 등의 의료기술은 수준이나 진료수가 면에서 비교우위를 점

유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미국, 일

본 등에 비하여 약 20~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주목된

다.37) 이 같은 통계는 의료관광이 활발한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34) 보건복지부, ｢의료관광의 성과｣, 보도자료, 2009.6.22.
35) 대한상공회의소, 전게보도자료, 제1면.
36) KiET산업연구원, “고급의료서비스 분야의 중국인 고객유치 여건과 전략”, e-KiET 산

업경제정보, 제434호, 2009,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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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단순히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것도 현행 제도의 개선

에 따라서 정책과 재정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할 것이다.38) 나

아가 우리나라 의료관광은 미용, 성형, 한방, 건강검진, 척추 등과 같은 외

과수술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조사결과에 의하여 일본, 중국, 미국, 러시

아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경우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 가 있다.39) 

그러나 ｢의료관광 시행 1년, 성과와 과제조사｣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의료

관광사업의 최대 강점은 ‘의료기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의 전문성, 의사소통 등 서비스, 가격경쟁력, 병원시설, 마케팅 

능력 등의 순으로40)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도적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성공적인 의료관광을 위한 제도적 과제

세계 50여 개의 국가들이 Global Health Care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09년 17가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의료관광을 선정한 

이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 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현실과 

제도 등을 분석하여 향후 Global Health Care에서 어느 역을 집중적으

로 육성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우

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발전 가능성이 있음에도 외국인 환자의 유치는 매우 저조(‘08년 

37) KiET 산업연구원, 전게논문, 제7면.
38) 국내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 경쟁력

세부진료 항목

미국 대비 80% 이상

치과(91%), 신경외과, 안과, 재활의학과(이상 89%), 진단검사의학과

(87%), 이비인후과(86%), 진단방사선과(81%), 성형외과, 피부과(이상 

80%) 
일본 대비 우위 이비인후과, 진단방사선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유럽 대비 우위 피부과, 치과 등

    KiET산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34호, 2009, 제7면.
39)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2007. 5.
40) 대한상공회의소, 전게보도자료,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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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명)41)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42) 나아가 한류를 이용한 성형

․ 미용 의료관광, 한방치료를 특화하여 대외적 홍보를 통한 수익창출을 주

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43) 201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료

관광사업의 최대 강점은 ‘의료기술’로서 고급형 전문치료 프로그램이 적합

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서44) 우리 의료의 현실과 경쟁력을 

갖춘 의료관광의 방향성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성공할 수 있

었던 것은 의료수준이나 관광자원보다는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었

다는 점은 앞에서도 지적하 다. 물론 이들 국가들의 경우에 의료관광산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위기도 있었으나, 위기를 성공으로 이

끌 수 있었던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진 사업주체의 경험과 능력을 통하여 의

료 ․ 관광 ․ IT 등의 관련 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고, 

자국의 경쟁우위 기반을 활용한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과 차별적인 마케팅,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인 신뢰도 향상시킨 것에 기인한다.

물론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도 2009년 해외환자 유치 목표를 2008년

의 두 배인 8만 명이라고 밝히면서 바자제도 개선, 해외마케팅 지원, 의료

관광특구 지정,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

치를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한 이후 2009년 1월 8일 의료법을 일

부 개정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을 위한 의료법 

제27조의 2를 신설하 고, 제34조 원격의료에 관한 규정 등을 두었으며, 

2008년 4월 이후 일반비자 발급요건(G1)에 의료 ․ 요양을 포함시켰으며, 

2007년 이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사업실행 기구를 운 하는 한편 정부의 예산편성과 회원

41)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발표, 2009, 5.27.
42) 대한상공회의소, 전게보도자료, 제2면.
43)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게서, 제13면.
44) 대한상공회의소, 전게보도자료, 제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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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회비 등을 활용한 국제 마케팅활동 및 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한국

국제의료서비스협회｣45)를 창설하여 운 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의료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

도록 규정(의료법 제33조)하여 병원설립에 있어 차별적인 진입 규제를 하

고 있으며, 의료법인 ․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

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의 비

리성을 강조하여 리의료법인의 설립을 규제하고 있으나, 리의료법인 

설립을 인정하여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에 외국 기업의 참여와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리법인의 설립을 규제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예이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2,200여 개의 

병원 가운데 56.0%가 개인 리병원이라는 점에서46) 보더라도 이미 리추

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

라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47) 또 리의

료법인 설립을 규제할 경우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수단 등에 제약 받게 됨으

로서 외국의 브랜드 있는 의료기관의 국내 유치와 국내 병원의 글로벌화 ․
대형화에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의료법에서 의료광고를 규제함으

45) http://www.koreahealthhour.co.kr.
46) 설립형태의 병원 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전체병원 요양병원 제외

계 비율(%) 계 비율(%)
전체 314 1,195 707 2,216 100 1,509 100
민간 254 1,150 664 2,068 93.3 1,404 93.9

민간법인 186   351 290   827 37.3   537 35.6
의료법인 100   289 217   606 27.3   389 25.8 
민간개인  68   799 374 1,241  56.0   867 57.5

자료: 대한병원협회, ｢전국병원명부｣, 2009.
47) 리의료법인 설립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는 리법인이 의료기관이 되면 순수익을 확

대하기 위하여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비 보험진료에 집중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진료의 질이 낮아지게 되며, 수요자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업할 요인이 강하다. 
따라서 고가인 비보험 진료의 비중이 증대하여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반면에 진료의 

질은 하락하고, 지역적 편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 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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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해외 마케팅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홍보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2010년 의료기관의 조

사결과에서도 지적되었는데, 국내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가

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환자의 유치를 위한 마케팅 ․ 마케팅 방법의 부재48) 

등을 들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이 의료관광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

은 의료수준과 의료관광 자원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었으며, 성공요

인으로는 의료관광 육성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었다는 것은 우리

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의료관광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정책적인 과제로는 리의료법인의 도입과 의료기관의 

광고허용, 보험제도의 정비와 의료과오의 분쟁예방 등을 위한 법제도의 정

비를 통한 대외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의료관광 전문 인력

의 양성과 확대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병원을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IV. 맺는 글

2009년 대통령의 신년국정연설에서는 앞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17가지의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여 일자리의 창출은 물론 국부창출의 

원천으로 삼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 같은 발표 이후 기획재정부는 17가

지의 신성장동력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하 는데 그 가운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5가지 종목 가운데 하나로 Global Health 

Care를 선정하여 2013년까지 2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7,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조 1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계

획을 발표하 다. 그러나 의료관광 시행 이후 1년이 지난 오늘 이 같은 계

48) 대한상공회의소, 전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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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과 현실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사업의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야기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정부는 2009년 1월 13일 Global Health Care를 신성장동력 과제 

가운데 하나로 발표한 이후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의료법 제27조의 2를 신

설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 으며, 

의료법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 하여 제도적 보완과 수립을 통하여 신속하

게 지원하여 21세기 Global Health Care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여 

왔으나, 부분적인 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인 보완은 향후 국제경쟁력의 제

고는 물론 이미 정착화를 선언하고 있는 주요 아시아 의료관광의 선진국들

과의 경쟁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

책이 필요하다.

태국 정부의 경우 자국을 ‘아시아 의료허브’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 6

월 ‘의료수도(the Health Capital)’ 전략을 발표하여 긴급수송용 전세 항공기

를 통한 지원사업 도입, MRI 등 고가의료장비를 지방 국립병원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R&D 활성화 등을 지원하 고, 상무부는 ｢Thailand 

as an Excellent International Center for Healthcare｣ 계획을 수립하

으며, 보건부도 이 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개발을 위하여 ‘의료서

비스와 의료 관련 상품을 위한 전략지원 위원회(Committee on Strategic 

Support for Health Services and Health-Related Products)’를 조직하여 

운 하 다. 특히 아시아 의료서비스 중심지(the Center for Healthcare 

Services in Asia)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Health 

Tourism Hub of Asia)를 목표로 해외 의료관광객을 2010년 말까지 200만 

명을 유치하여 800억 바트(22.8억 달러)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

다. 또 건강관련서비스(스파, 전통마사지, 장기체류), 아시아 웰빙 수도

(Wellness Capital of Asia)를 건설하기 위하여 스파(spa) 산업을 매년 20～
25%씩 성장시키고, 건강을 위한 태국의 허브(Thai Herbs for Health)를 목

표로 허브(herb) 상품의 국내생산 및 해외수출을 장려하여 태국산 제품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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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인도는 의료의 인프라의 취약 및 국가위생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 인식에

도 불구하고 해외 환자의 유치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의

료관광의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낮은 의료서비스 가격과 짧은 수술대기 

시간, 나아가 선진의료기술을 통한 국제적 신뢰의 확보, IT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료홍보 및 고객의 유치, 나아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들 수 있

다. 특히 인도 정부는 보건법(National Health Policy)49)에 따라 의료관광

을 다른 수출산업과 같이 대우하여 집중 육성하고 해외 직접투자의 제한을 

확대하여 해외환자의 유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도 2012년까지 연 100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30억 

달러의 외화 수입과 1만 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경쟁평가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 경쟁력의 강화와 국제연계를 통한 고급의료서비스, 

해외 환자 전용 시스템의 구축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싱가

포르는 ‘아시아의 바이오폴리스(The Biopolis of Asia)’를 목표로 세계적 

제약회사를 유치하고 R&D 공동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

다. 나아가 싱가포르 병원과 미국 지마연구소, 탄톡셍 병원과 미국 존스홉

킨스 대학,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미국 듀크 대학 등과 제휴하는 등 해외환

자를 위한 전용서비스 센터 등을 운 하고 있다.

이 같이 태국, 인도, 싱가포르에서 의료관광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은 i. 의료 ․ 관광 ․ IT 등의 관련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기회

를 창출하고, ii. 자국의 경쟁우위 기반을 활용한 의료관광 상품의 개발 및 

차별적 마케팅, iii.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iv.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 등에 기인하 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 같은 시각에서 우

리나라도 의료기관의 리법인 허용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

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환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 관광정보

49) Medical Tourism, Need surgery, will travel, CBC News Online, 200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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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회 및 예약, 비자안내, 공항 안내, 통역, 전용상담사 등과 쉽게 연결이 

가능하도록 의료광고의 범위를 확대 허용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

다.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에 포함되는 관광업종으로 의료관광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의료관광, 장기이식, 암환자, 심장질환, 고부가가치, 접근성, 해외인지

도, 아웃소싱, 의료기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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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idential new-year address in January 2, 2009, the President declared 

that 17 kinds of new driving force of growth that could create high-added val-

ue be selected to step up job creation and an increase in national wealth. The 

Ministry of Strategy & Finance announced plans for the 17 kinds of new driv-

ing force of growth after the presidential address. Specifically, that ministry an-

nounced an ambitious plan to select health care service named ‘Global Health 

Care' as one of the five service industries that could create high-added value 

in a move to provide jobs to approximately 7,000 people and produce perva-

sive economic effects coming up to a trillion and 10 billion won. To attain 

the goal, several action plans were mapped out to globalize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to rearrange the relevant law and system for the purposes of rais-

ing awareness of domestic medical institutions among foreign patients and im-

proving their accessibility and post-satisfaction level, and to lure lots of foreign 

patients through financial assistance.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lure severe patients such 

as those in want of surgery or organ transplant, cancer patients or patients 

with heart diseases to create high-added value on a long-term basis. Thus,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planned to formulate such strategies and to enter 

an agreement with foreign governments to attract plenty of foreign patients. In 

fact, however, there are little full-scale evaluation of medical tourism though 

it's been a year since it was introduced, and there are few actual efforts to 

implement what the government announced, eith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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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aluation of medical tourism, domestic hospitals are said to undergo little 

significant changes after the introduction of medical tourism, which shows that 

they take a dim view of medical tourism instead of having expectations for 

that.

The medical tourism industries in major Asian countries have been dynamized, 

and there are several factors of their success. First of all, they are successful 

in creating new market opportunities by incorporating related industries such as 

medicine, tourism and IT and in developing medical tourism products and dif-

ferentiated marketing by taking advantage of their competitive edge. They have 

offered full-fledged assistance to this sector, and another reason is the im-

proved international credibility of their medical service. If our country fails to 

pinpoint our problems in consideration of the cases of the Asian countries or 

to provide appropriate financial aid, our country is bound to lag behind them. 

Given this reality, how to assess medical tourism and what challenges this sec-

tor is confronted with are discussed.

Keyword : Medical tourism, Organ transplant, Cancer patients, Patients with 

heart disease, Awareness, Outsourcing, 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