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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무역이라 함은 국경이 다른 국가들의 유체물의 교환으로 생각해왔지만 최근 세계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화에 따라 유체물이 아닌 무체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

비스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세계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

비의 증가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경 이동이 보편화되면서 오늘날 글로벌 의료시장의

지리적 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그동안 의료분야는 각 국가별 테두리 안에서 자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만으로 한정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서비스의 영역으로 확장 되고 있다.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은 의료여행(medical travel), 헬스관광(health tourism), 글로벌

헬스케어(global healthcare)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 되고 있는데1), 그 특성상 한 사람이

타국에서 비교적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체류기간도 일반관광객에 비해 훨씬 길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유망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2)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의료광광 산업은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시

아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의료관광의 선두에 있는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이 있는데 이들은 서양국가들 보다 의료수가는 상대적

으로 저렴하지만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는 세계적인 수준을 고수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의료관광을 국가적 양성 정책을 펼쳐온 이들은 이미 199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이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관광산업의 후발 주자로서 2000년 후반부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

한 활동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우리나라 미래 新성장동력 17개 분야 중 하나로 보건의

료(health care)를 선정3)하여,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

를 유치기하기 위한 정부와 국내 의료기관들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유치한

외국인환자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아직 대외적으로 외국인 환자들

의 의료분쟁이 공론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사항이다.

외국인 환자와 관련된 의료분쟁은 분쟁 당사자들의 다른 국적과 언어 그리고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선뜻 이렇다할만한 해결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중국

1) 안혜경, 박대환, 장병주,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북아관광

연구 , 제7권 제4호, 2011. 11, pp.169-185.

2) 황재영,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북아관광연구 , 제6권 제2호, 2010. 12, 동북아

관광학회, pp.1-22.

3) 정정일, “외국인화자와의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예방대책연구 제13권 제2호, 2012.

12, 대한의료법학회, pp.30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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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한류와 함께 미용과 성형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성장한 국내 의

료관광의 특성상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들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체나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난립하고 이로 인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

국인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으

며, 그동안 정부와 국내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에 노력한 공든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도 있다. 매년 새로운 그리고 더 많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일과 더불어, 이제는

현 의료관광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 중에서도 외국인 환자 에이전시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문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의료관광산업 현황을 알아보고, 외국인 환자의 국내의료이용

과 관련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분쟁 중에서도 외국인 유치업체와 관련된 분쟁들과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산업이 긍정적인 발전을 하는데 기

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료관광의 개념

의료관광산업은 의료와 관광서비스가 결합된 신 복합 산업으로써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

고 있다. 의료관광은 넒은 범위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국경을 넘어 해외로 떠나는 휴

가활동으로 레저, 재미, 휴식활동, 건강, 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환자들은 치료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국에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국가로 이동한다. 의료관광은 환자 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서비스와 관광,

휴양, 문화상품을 동시에 구매하는 복합적 소비자 행동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의료관

광은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건강과 여가 즉 건강과 관광이 결합된

형태의 복합 상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말한다.4) 이것은 현대인의 웰빙, 웰니스 등의 자기

만족 또는 자기 존중감 추구경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선진

국의 긴 대기시간과 비싼 치료비 같은 의료서비스 문제점으로 인한 수요 욕구와 개발도상

국의 새로운 동력을 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공급 요구가 만나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4) 최영순, 채영란, “지역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 방향 : 강원도를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 제7권 제1호,

2011. 02, pp.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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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1996)은 의료관광을 건강상태를 개선시킬 목적을 가진 사람이 집을 떠나 행하는

레저 형태로 정의하였다.5)

딜로이트(2008)는 의료관광을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Wellness를 신체적인 건강에 국한하는 협의적 개념이 아니라 건

강한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의 건강으로서 웰니스의 3요소인 운동, 영

양, 휴양을 통하여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6)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2)에서는 보건을 일반적으로 건강증진, 질병의 발견과 치료, 질

병의 예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건관광은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자유

의사로 자유재량시간을 활용하는 기존 관광의 정의 중 특히, 보건자원을 통하여 보고, 듣

고, 느끼고, 참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풍물을 즐기는 관광 기본 법 중 특화된

영역으로 정의하였다.7)

2. 외국인환자의 개념 및 특성

국내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외국인환자’의 범주는 국내에 기소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국내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군에

입국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

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8)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은 내국인의 의료분쟁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데 기 이유는

당사자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즉 양당사자의 국적에 따른 재판

관할권이나 재판준거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의 법체계를 준수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3. 유치업자의 개념

현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 27조 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9)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

5) 신동일, “제주지역 힐링관광 발전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JDI, 2013. 11.

6) 신동일, “제주지역 힐링관광 발전방안 연구”, 제주발전연구원 : JDI, 2013 11.

7) 고승환,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주지역 연구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7. 11.

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 [시행 2016.6.23.] [법률 제13599호,

2015.12.22., 제정]

9)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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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10) 즉 외국인 환자를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27조 제 1

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한하고 있다.11)

현재 유치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고,

단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마련한 “외국인화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업자 가이드라인”

과 실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정된 “외국인환자 소개 및 유치에 관한 협약서” 정도가 있을

뿐이다. 위 가이드라인과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환자에게 국내 의료기관을 알선할

떼에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인가받은 등록된 의료기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고 유치업자는 환자가 진료를 받아야 할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정해지면 해당 의료

기관의 진료절차분쟁해결제도, 개인정보보호 및 의료진의 전문성과 환자의 권리, 의무 등

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환자에게 그 사실을 설면하여야 한다는 점과 진료비, 투약비,

옵션에 따른 추가시술비용 등 예상 진료비와 입국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환자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는 정도이다. 또한 유치업자와 외국인환자 간의 의료관광에 관한 계약은 중개

계약25)이라고 할 수 있다.12)

4. 의료분쟁과 중재

의료분쟁은 환자 측에서 원치 않은 결과에 대해 의료인의 책임을 주장하고, 의료인은 잘

못이 없음을 주장함으로써 상호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를 의료분쟁이라 한다.13) 의료분쟁으

로 인한 의료분쟁을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해하고 그 해결방식을 찾아야

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0)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

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

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11) 정정일,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에 관한 연구”, 의료법학연구 , 제 13권 제2호, 2012, pp309-334

12) 중개계약은 중개업자가 중개라는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중개의뢰

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개업자는 타인을 위해서 법률행

위를 하는 것, 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의뢰인과 타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임무를 갖고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 비로소 보수를 지급받을 뿐이다(정정일, “부동산 중개계약에 대한

소고”, 법학 논집, 제14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제27면).

13) 임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의료과실 판단기준 분석”,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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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진의 법률적 관심이 결여되어 금전적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지속되어져 왔고, 사회의 인식이나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때문에

의료제공자들이 의료에서의 오류에 대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 하여

왔기 때문에 진료제공과정에서의 오류발생규모․유형․오류 결과 및 해결방법에 대한 실증

적인 자료의 축적이 매우 미흡한 실정14) 이므로 상당수의 분쟁이 소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으로 여전히 사적․음성적으로 해결되고 있어15) 의료분쟁에 대한 정확한 실태 분석이 어려

운 실정이다. 그리고 의료분쟁 해결방법에서도 법학적 관점에서는 의료소송과 함께 조정이

나 화해와 같은 다른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16) 반면17) 사

회학적 관점에서는 의사-환자관계의 신뢰 회복과18) 의사의 자율적 규제19)라는 보다 근본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중재제도는 분쟁당사자가 스스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

고 중재에 의하여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중재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며,

중재인이 내린 중재 판정에 당사자가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당사자자

치에 의한 분쟁해결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중재는 국가의 재판주권의 수권(authorization)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자치에 의한 자주법정(autonomy)인 것이다.20)

Ⅲ. 국내외 의료관광 현황 및 실태

1. 해외 의료관광 현황

의료관광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지만 의료수준은 뛰어난 동남아 지역 국가에서 급속히

성장했다. 대표적인 국가로 태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

우 역사에 깃든 관광자원이 다양하고 특수의료분야의 전문성을 적극 홍보하는 측면이 의

14) 이상일, “의료의 질과 위험관리”, 인제 제 8권 2호,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제 22권 제1호, 2001. pp.29-42.

15) 신은하,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2006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

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6) ADR은 민간단체에 설치되는 민간형 ADR과 행정 관청 또는 그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행정형 ADR이 있고,

앞 것은 새마을금고법(69조)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나 법무사법(60조)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 소비

자기본법(31조)에 의한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들 수 있고, 행정형 ADR은 각종 법률에

따라 행정 관청 또는 그 산하기관에 50여개가 설치되어 있다(함영주, “우리 법제하 행정형 ADR의 현황과

과제”, 언론중재 , 2009, 24면). 이 중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는 의료분쟁조정원에

설치되므로 행정형ADR로 평가된다.

17) 황만성. 의료인과 환자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민규. “우리

나라 의료과오소송의 실태와 의료분쟁해결 방안”. 비교사법 , 2007, 10(4): 235-278.

18) 조병희. “대구시민의 의료분쟁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1997, 2(1): 85-106.

19) 김정화. “의료사고와 분쟁의 현황과 쟁점: 의료사회학적 접근.” 한국사회학 1998, 32(2): 395-426.

20) Richard Zoller, Zivilprozessordnung, 24. Aufl., 2004, vor 1025 Rdnr. 3; Klaus Lionnet Handbuch der internationalem

and nationalen Schiedsgerichtsbarkeit, 2. Aufl., 2001, 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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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관광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의료관광은 처음에는 인근 지역이나 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주변국 병원 중에서 국제적 인증이 있고 서구에서 교육을 받은 의

료진이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차츰 미국, 유럽과 같이 원거리 환자

들의 방문이 늘어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21) 이들 국가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

해 정부가 직접 자국의 병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의료와 관광을 접목시킨 다양한 상품개발, 관련 규제완화 등의 지원을 통해 매년 수백만

명의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의료기술과 풍부

한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의료관광 강국으로 자리 매김 했으며, 국가차원의 전략적 육성

정책 등으로 의료관광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의료관광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

라, 동유럽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도 의료관광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1) 태국

이미 1990년대부터 태국 정부와 의료기관들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설비 및 의

료진들을 세계수준으로 올리는 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비즈니스청(Service Business Bureau

: SBB)을 설립하여 의료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22) 태국 정부는 2004

년 의료관광산업 특화 정책의 일환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Medical Hub of Asia

Project” 승인하였고,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Health Tourism Hub of Asia)’를 목표로 원스

톱 서비스 정신에 입각하여 각 부분의 협력 및 정보교류 확대를 통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홍보 및 마케팅 노력을 수행하였으며,

의료전문직 뿐만 아니라 지원직 등 인적자원에 대한 규모와 질을 개선하고 태국 의료진의

능력과 실적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23)

태국의 의료관광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점은 차별화된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적 인증을 통한 신뢰감 확보, 의료․건강관리서비스․허브상품의 동반성장에

서 찾을 수 있다. 즉,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장기투숙․요양을 위한 휴양리조트, 여가

프로그램, 일대일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국 내의 병원시설과 의료진 수준에 대

하여 국제적 인증을 획득하여 대외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스파,

전통마사지, 허브상품 등이 융합된 복합의료 관광을 통한 시장기회를 창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및 비자 우대정책

과 의료기기의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의료기기 제조 기업에 한해 8년간 법인세를 면제하

고 있다. 외국인 전문가와 기술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며, 빠르면

21) ZHANG XUEWU, “의료관광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대 중국인고객 유치전략”,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3.

22) 박재훈, “의료관광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민사책임”, 한국의료법학회지 , 제 19권 제2호, 2011, pp.35~64.

23) 문성채, “의료관광 시행 이후에 나타난 성과와 향후의 과제”, 의료법학연구 , 제 11권 제2호, 2010. pp.27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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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까지 메디컬 비자 발급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과 상시방문자에게는 이미 2005년부터 무비자를 허용하고 있

다.24) 또한 많은 민영 병원들이 유럽과 미국에 위치해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의과대학 및

보건 연구소와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있다.25)

(2) 인도

인도는 의료 인프라의 취약과 국가 위생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인식에도 불구하고, 인도

의 해외환자 유치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인도에서 의료관광의 성공적인 성과는 저렴

한 의료비와 짧은 시술대기시간, 선진의료기술을 통한 국제적인 신뢰확보, IT와 네트워크

를 활용한 의료홍보 및 환자 유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인도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산업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1991년 이전까지 혼합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의료서비스 산업은 자유경쟁을 유도한 정부의 정책이 성공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인도의 수술비용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대비 1/8정도이며 태국에 비해서도

30%이상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선잔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요가, 명상

등을 전통의학인 아유베댜와 결합한 회복 프로그램을 추가한 의료관광 패키지도 제공하고

있다.

인도 의료관광의 최대 강점은 세계적 수준의 인적 자원과 네트워크에 있다. 미국에서

의사의 5%는 인도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32000명 이상의 인도계미국인 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의대생의 10~20%가 인도 혈통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인도와 미국

양국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고국에 돌아와 의료관광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활동하고 있

다. 인도 일류병원 의사의 15% 가량은 영국, 미국 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개업을 했던 선

진국 의사들이다. 이러한 해외경험이 있는 의료진은 외국인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

고 의사나 간호사는 물론 사무직까지도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자

유로운 것도 큰 장점이다.26)

인도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외무, 교통, 관광, 철도, 항공사 등 민관

의료관공 특별 팀을 구성하였고, 의료관광 전문회사를 통해 병원, 여행사, 정문 컨설턴트

등의 너트워크와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스톱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인도정부는 2005년과 2006년에 영국 런던에서 ‘Global Healthcare’와 ‘Universal Welbeing’

을 슬로건으로 의료관광 엑스포를 개최하여 일반인과 현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민

간주도의 의료관광 육성방안 외에 의료서비스에 5%의 서비스세를 면제해주는 등 의료관광

24) 이득재, “대구 경북 의료관광 일자리 창출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13. 04.

25) 박희용, “휴양형 의료관광 모델 : 대전광역시 주관, 내륙권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

택연구원, 2013. 10.

26) 원석재, “우리나라 의료관광 경쟁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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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병원 인증, 의료비자 발급, 적정한 가격산정, 의료분쟁과 의료

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제공, 세제우대, 메디컬

투어리즘의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의료관광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와 협

의하여 영국계 인도인이 인도에서 인서비스를 받으면 NBS(National Health System)rk 비

용을 지불하도록 협의하고 있다.27)

(3) 싱가포르

싱가포르 정부는 “Singapore Medicine”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부기관과 의료기관

이 파트너십을 통해 연간 200만 싱가포르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외환자 유치를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였다. 이는 동남아시아 주변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의료만으로는

세계적인 허브가 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마케팅’이 중요한 요

소임을 파악하고 관광, 입국절차, 편의시설 환경 개선 및 전 세계를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은 경쟁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기간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국제적 연계를 통한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환자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켰다.28)

싱가포르 관광청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4년부

터 의료기관의 해외 홍보비와 사무소 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

기관의 해외사무소는 세미나,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싱가포르 의료관광을 홍

보하고 해외 환자 유치와 사후관리 서비스, 보험사와 연계한 보험 상품 개발 등을 담당하

고 있다. 싱가포르 관광청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의료관광 에이전시는 인바운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관광청 및 대사관과 긴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29)

싱가포르 관광청은 매년 의료관광 로드쇼를 통해 세계의 외국인 의료관광 환자들을 유치

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선진국임과 브랜딩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30)

싱가포르는 미국의 유명병원을 벤치마킹하여 의학전문기술 분야에서 동남아 경쟁국들보

다 우수한 국가로 포지셔닝 하겠다는 ‘임상의료’ 허브를 꾀하여 의료분야 강국이미지를

구축하고, 진료비의 투명성 확보와 외국인 의사를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법으

로 진료비를 가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게 함으로써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진료비

를 인하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의사시험 표준시스템을 도입하여 영국, 미국, 호주의

의사 자격증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유능한 외국인 의사를 확보함과 동시에 여타 국

27) http://www.mckinsey.com/mgi

28) 유향이, “한국 의료관광 정책 개선방안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9) 김치현, “醫療觀光 發展을 위한 協力的 모델 導出方案 硏究”,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0) 유승자, “부산지역 국제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아시아권 의료관광선진국의 성공사례 비교분석”,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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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신 의사의 의료행위도 선임 관리자의 감독 하에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정

부는 외국인환자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여 치료 목적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3~4

일로 단축하였으며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하고, 응급환자의 경우 치료 또는 수송과 동

시에 비자 수속이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외국의 유명한 병

원과 제약사의 유치 및 제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대외 이미지 제

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2. 국내의료관광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의료관광 및 외국인 유치업체 현황

그동안 국내는 의료관광 관계자들의 인식 및 정보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하여 해외환자

유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의 중요성

을 깨닫고 미래 신 성장 동력 산업중 하나로 의료관광을 선정하였고, 2007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한국 국제 의료 서비스 협의

회’31)를 발족하였다. ‘한국 국제 의료 서비스 협의회’는 한국 의료관광과 외국인 환자유치

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게다가 한류열풍으로 한류스타 모방 성형

수술 환자 증가, 바이오산업 강국, 동북아 허브적 입지, 의료분야 우수인재 집중 등이 추가

적인 경쟁요소로 꼽히고 있다.32) 외국인환자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외국

인환자유치 업체, 여행사, 공공기관, 의료 기관과 같은 기관들을 통해서 의료관광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과 많은 정보가 오고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의료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 진다. 특히나 여행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을 원스

탑으로 진행해주는 의료관광 어이전시들이 외국인 환자들을 최전선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

에 의료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의료관광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공식적으로 허용 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들에게 의료관광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원활한 입국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M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진료 기록,33)

31)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는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 ․ 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의료기관의 국제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주

된 목적으로 발족한 민․관 공동협의체 이다.

2007년 3월 발족하여, 2009년 8월 현재 35개 의료기관회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 2개의

특별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를 세계에 알리는 대표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국제 행사 개최

및 참가, 대외 홍보 활동, 해외 보험사 등 바이어 초청 행사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해외의료인력 교육․

연수 지원, 의료기관 인적인프라 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지원, 기타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32) 로아남,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의료 및 관광서비스 품질과 의료관광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

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3) 김정환, “의료관광산업의 실태와 발전방안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을 중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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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재산 증명, 국내 병원의 예약확인증 등을 요구하고 있

다.34) 유치업체들은 외국인 환자들을 유치하기위해서는 고객에게 피해가 생길지 모르는 경

우에 대비하여 손해를 배상하기위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또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국내 사무소가 있어야한다.35)36) 일반적으로 의료관광 유

치업체는 의료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한 외국인 환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게 되는 경유가 많으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그 범위와 정도가 조절되기도 한다. 그렇게

때문에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들과 유치업체들간의 관계는 의료관광에 큰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중에도 외국인환자 유치등

록을 하지 않은 국내외 브로커들에 의한 의료관광의 성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2) 국내 의료관광 및 외국인 유치업체 문제점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의료분쟁에 관한 종합적인 통계가 없어 정

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의료분쟁의 경우

는 상당수가 사적, 음성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의료기관에서도 자료의 노출

을 제한하기 때문에 관련 상황을 추측할 뿐이다.

국내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방법은 전문에이전시(국내외), 해외병원, 국내병

원 해외사무소, 여행사, 개인 알선 브로커, 의료기기 수출입업체 등으로 난립되어 있는 실

정인데 이로 인해 의료분쟁 발생 시 더 큰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37)

현재 유치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고,

단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마련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치업자 가이드라인”38)

과 실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정된 “외국인환자소개 및 유치에 관한 협약서”39) 정도가 있을

뿐이다. 위 가이드라인과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환자에게 국내 의료기관을 알선할

때에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인가받은 등록된 의료기관“인지의 여부를 확인하

여햐 하고 유치업자는 환자가 진료를 받아야할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정해지면 해당 의료

기관의 진료절차, 분쟁해결제도, 개인정보보호 및 의료진의 전문성과 환자의 권리, 의무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환자에게 그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과 진료비, 투약비,

옵션에 따른 추가시술비용 등 예상 질료비와 입국 시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환자에게 안내

해야 한다는 정도이다. 현행 의료법상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는 제27조의2 제1

사학위논문, 2014. 08.

34) 어둥치멕,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08.

35)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3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7) 許倩林, “國家이미지와 醫療서비스이미지가 醫療觀光 購買意圖에 미치는 影響 : 中國人 觀光客을 中心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02.

3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를위한마케팅전략및의료분쟁해결방안”, 보건복지부 , 2009.

3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성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 보건복지부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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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의국인환 자 유치업자에 한정된다. 현행 의료법

상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는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

관 및 의국인환자 유치업자에 한정된다.40) 하지만 현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을 하지 않은 국내외 브로커들에 의한 의료관광의 성행이다. 이들은 적게는

외국인환자들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의 30%, 많게는 50% 이상의 불법 수수료를 받

고 외국인환자들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무책임한 알선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위한 방안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41) 이 때문에 외국인환자들은 과도한 진료

비 때문에, 의료기관은 부당하게 많은 알선에 대한 수수료 분쟁도 일어나고 있다. 의료관

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경우 관광공사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

페이지나 병원에서 직접 제공하는 안내 및 예약서비스를 통해서 방문하는 케이스도 있지

만,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개별 의료기관들의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독립적인

대외 마케팅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을 외국인 환자업체들을 소개시

켜주는 업체들을 외면 할 수 없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담부서가 있는 의료기관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기관도 상당수 이다.42)

이처럼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소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간업자들이 난

립하며, 이로 인한 의료분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 주목해야할 것이다.

Ⅳ. 국내 의료관광 분쟁 해결을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내 의료관광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업자들과 관련된 의료분쟁 사

건은 더 늦기 전에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보완책을 세워 대비해야 할 것이다.

1. 마케팅 측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로 인한 의료분쟁들을 보면, 결국 의료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마케팅

능력부족으로 인해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들에게 의

지하고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발달 되었다. 이러한 본질 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40) 기획재정부는 2012년 9월 5일 대통령 주재로 '신성장동력 성과평가 보고대회'에서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하였다.

41) 문상혁, “의료관광 분쟁시 책임주체에 대한 검토”, 의료법학연구 , 제17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6, 07.

42) 김우종, 최용민,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추진 현황과 성장 전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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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와 관광, 이 두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 및 민간단체들이 함께 노력하여 해외

마케팅 통한 해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다. 국내 의료 기관도 세계의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업체들과 싱가포르

관광청 및 정부기관들이 협력하여 Singapore Medicine이라고 불리는 외국인 환자 유치 통

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기 위해 병원들이 유치 업

체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의료관광 관계자 및 단체들이 하나

가된 시스템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만의 세계적인 ‘의료관광 선

진국’ 브랜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사절단, 경제사절단과 같이 의료관광산업도

의료관광 사절단을 통해 해외세미나를 참석하고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꾸준한 국제 행사

를 통해 ‘의료관광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이미지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이는 자연스럽

게 의료관광객들은 증가할 것이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들을 연결

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로 인한 의료분쟁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도적 측면

(1) 의료사고에 대한 해결책 마련

의료관광에 있어서 명확한 의료절차를 명시 및 기록하는 표준 지료지침에 대한 시스템

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제43)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관련 분쟁 예방체계를 구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의료사고 대비를 위한 병원의 보험가

입도 훌륭한 대한이 될 것이다.

(2) 보험상품 개발

외국인 환자가 안심하고 국내 의료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표준

화된 계약서 제시와 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치료동의서는

외국 환자에 불리한 내용이 적지 않아 외국인 의료 분쟁해결에 적절치 않다. 현재와 같이

43) 1. 의료기관 인증제 : 인증제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과

정에서 환자안전의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2. 의료기관 인증제 평가대상 : ① 3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원급은 제외, 전국 병원

급 의료기관 2,679개 대상 ②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정신병원․노인전문병

원은 의무 인증 신청대상.

3. 의료기관 인증제의 효과 : ① 인증유효기간 중 의료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자발적-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는 기전 마련 ② 인증 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 광고 등을

할 수 있어 해당 의료기관의 브랜드 효과 향상 ③ 인증 받은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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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직접 배상하는 분쟁처리시스템은 해결에 장기간을 요하고 원만한

처리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관광 전용 보험 상품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3) 의료관광 분쟁 전담기구 설치

의료분쟁은 우리 국민에 있어서도 매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의료관광에 있어서 의료분쟁은 국가 간의 분쟁을 낳을 수도 있으며 우리

의 미래전략산업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을 전담할 수

있는 범정부적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이는 외국인 환자들의 접근이 용이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접수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외국인 환자의 유치 절차 간소화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데는 3 단계 이상의 단계가 요구된다. 외국 현지 담

당자가 환자들을 모집하고 또 여행사, 국내 에이전시 등을 통해서 의료기관과 연결 되는

것이다. 향후 외국인 환자 알선은 전문에이전시로만 국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치활

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환자와 병원의 연결을 1∼2단계로 간소화 시키고, 유치업체는

전체적인 의료관광 절차를 이해하고 모든 서비스를 환자 입장에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환자 송출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에 대한 법적인 이해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한국 의료관광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일 뿐 아니라 상당한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

다. 우리나라도 18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채택된 의료관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아직은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의료관광 유치

업체를 중심으로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의료관광과 관련해 외국에서의 의료분쟁 사례와 그 해결을 위

한 ‘입법례’를 찾아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의료관광이라는 실제 의료분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고 해당병원에서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기 꺼려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분쟁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의료관광 수출은 급속히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1∼2년이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

이 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환자 치료를 위한 소프트웨어(접수에서

사후관리까지)를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의료 기관과 정부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문성이 높고 네트워크 경쟁력이 있는 외국인 환자 알선 에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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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의료관광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외홍보를 활

성화하고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 외국의 의료 체계와 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와 관련된 의료분쟁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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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y for Medical Disputes of Foreign Patients,

With Focus on Foreign's Agency

Sang-Hee You

Kee-Hong Kim

Trade between nations has been considered as exchange for material things. According

to recent changes in the paradigm of global trade, trade is shifting focus on the exchange

of an immaterial being. Among them, the service sector is growing fast and the health

service has shown exceptional growth as the healthcare market is consistently expanding. It

is also part of the global service targeting people all around the world.

People visiting other countries for medical service tend to spend more money and stay

longer than a traveler. For these reasons, global medical service is in the spotlight as a

promising and higher value-added business. The global medical service industry has been

developed around Asia, specifically Thailand, Singapore, India, etc. Compared to them,

Korea has come late into the market of global healthcare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striving to attract foreign patients. Nevertheless, there is a lack of effort to make foreign

patients visiting Korea revisit Korea. Regarding foreign patients' medical disputes, these are

not yet a problem officially; however, the government cannot leave the matter as it is.

Medical dispute related with foreign patients is a highly complex issue due to different

languages, nationalities, cultures, etc. Particularly, Korea’s medical tourism is developed

with Chinese visiting Korea for plastic surgery and cosmetic procedure. Thus, the Korean

medical tourism market can be crowded with a lot of minor medical agencies, so-called

brokers, getting foreign patients connected to the medical institutions. Consequently, Korea

has received a large number of complaints and dissatisfaction. No one can predict and

know what's supposed to happen in the future.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medical institute attracting foreign patients could be in vain. In order to take a step

forward, this paper will do research on present conditions and look for strategies of

improving this industry, focusing on the part of medical agency and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medical tourism industry.

Key Words : Global Health Care, Medical Disputes, Medical Tourism, Arbit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