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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dical tourism refers to visiting overseas to receive medical services and tourism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it is a tourism activity that combines medical service, various 

cultural activities, leisure, and shopping. As such, medical tourism is not limited to simple medical 

services, but is a new high-value-added industry that creates new profits by fusion with tourism 

services. Many countries are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foster their own tourism industry by attracting 

foreign tourists.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dental services among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n Korea,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ist's treatment, 

hospital facilities, dental staff, and patient satisfac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dentist's 

treat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the staff of the dental facility in the hospital and the 

satisfaction of the 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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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동시에 제공받기 위해 해외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

료서비스와 다양한 문화 활동, 레저, 쇼핑 등을 접목한 관광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의료

관광이란 단순한 의료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관광 서비스와 융합되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은 국가들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자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

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 중 치과의료서

비스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과의사의 진료, 병원의 시설, 치과의 스텝, 환자의 만

족도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치과의사의 진료는 병원의 

시설 치과의 스텝, 환자의 만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치과의료관광, 치과의료서비스, 재방문, 의료서비스, 외국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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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동시에 제공받기 위해 

해외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1]. 즉, 의료서비스와 다양

한 문화 활동, 레저, 쇼핑 등을 접목한 관광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2]. 이처럼 의료관광이란 단순한 의료서비스에 국

한하지 않고 관광 서비스와 융합되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

하는 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많은 국가들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자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5월 의료법개정 이후 해외 환

자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매년 급속도로 환자 수가 급증하

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 수는 37만 8,967

명으로 집계가 되어 2009년 이후 누적 환자 수는 226만으

로 확인되고 있다[3].

주요국적별 환자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인 환자가 약 11

만 8,310명(전체의 31.2%), 일본인 환자는 4만 2,563명, 

태국인 환자가 8,998명, 인도네시아 환자가 3,270명, 우즈

베키스탄 환자가 3,915명, 러시아 환자가 2만 7,185명, 중

동의 경우 6,88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약 69개국에서 우리

나라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2018년 기준으로 살펴

보면 내과통합(19.4%), 성형외과(14.4%), 피부과(13.7%), 

검진센터(8.9%), 산부인과(5.3%)로 나타났으며 주로 의료

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25.0%), 상급종합병원

(21.3%), 병원(10.2%)의 순이며 시간이 갈수록 병원 및 의

원의 비중(전년대비 7.2%p 증가(40.5%→47.7%))이 상급병

원 및 종합병원의 비중(전년대비 6.1%p 감소(52.4%→

46.3%))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가 차츰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4]. 

보건복지부도 외국인 환자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

적 지원 및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의 홍보 등을 위한 다양

한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와 중앙아시아 등의 국가들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속적

으로 넓히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인 중

국, 미국, 일본의 외국인 환자들이 치료를 받은 진료과를 

살펴보면 중국 8위, 미국 7위, 일본 7위로 차지한 것이 치

과로 나타나고 있다[4]. 의료서비스의 경우 수요자인 환자

와 공급자인 의료관계자간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 

기술을 요구되는 의료행위가 매개체가 되므로 일반 서비

스업과의 서비스와는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들 중 가장 흥미

로운 부분은 치과의료서비스를 찾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

이다. 치과의료서비스의 경우 치료의 목적뿐만 아니라 미

용성형, 안과, 피부 등 경증치료로 분류되어 있어 다른 의

료서비스와 달리 치료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부작용도 적어 의료관

광에 접목하기에 아주 유용한 분야이다[5].

하지만 기존 많은 연구들이나 정부의 정책 등은 일반 의

료서비스와 치과의료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같은 

의료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어 이들의 차별성에 대해서 보

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6].

본 연구는 이러한 치과의료서비스에서 환자들이 재방문

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

리나라의 경기도에 위치한 A치과를 이용한 환자들을 대상

으로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Literature Review

질병예방 및 치료인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 등 

관광을 함께 제공하는 의료관광은 2000년대 초반에 등장

한 새로운 개념의 관광형태로 최근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

으로 개발하고 있다.

의료관광이 이처럼 활성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과

다한 치료비가 1순위라고 할 수 있으며 국경을 넘나드는 

편리한 운송수단과 국가 간 자국의 의료서비스를 해외 환

자들을 의료사고 등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많은 문제점 등을 해결하였기 때문이다[7].

따라서 해외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환자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눌수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은 비용 부분이며 외부적인 

요인은 해외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의료시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환자는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다[8].

의료서비스의 경우 코 성형, 지방흡입, 유방 확대 등 미

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암 수술, 골수 이식 등 생명을 담

보로 하는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미용을 목적으

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도 때때로 부작용이 발생하

는 경우가 있으나 치과의료서비스의 경우 발치, 교정, 미

백 등 다른 의료서비스에 비해 치명적인 의료사고에 자유

로움을 가지고 있다[9].

대표적인 예로 일반 의료서비스의 경우 일단 병이 발생할 

경우 환자는 의사의 제시하는 형태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

므로 환자의 선택폭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치과서

비스의 경우 이가 빠졌을 경우, 틀니를 이용할지 임플란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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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지 등의 선택은 환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6].

따라서 해외 의료관광객의 경우 타 의료관광 보다 비교적 

자유롭고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

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다른 의료서비스 분야

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치과의료서비스의 경우 

이미 중국, 미국, 일본 등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해외 의료관

광객들이 이용해오고 있으므로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

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의료산업의 경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다양

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부

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성과로 인해 경쟁적 우위

와 병원 성과의 개선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자의 가치와 욕구를 파악하여 의료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10].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치과의료관광에 대한 연구

를 살펴보면 부산은 지역에 소재한 롯데호텔, 파라다이스

호텔 등과 연계하여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한의원, 

치과를 연계시켜 의료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11]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성형, 재활치

료, 요양, 검진 등 해외의료관광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2].

배상정(2010)은 태국의 경우 1980년대에부터 의료서비

스와 관광산업을 접목시켜 선진국 고령자 층을 대상으로 

한 간호, 간병 서비스를 메인으로 의료관광을 발전시켜오

고 있다. 치과의료서비스의 경우에도 스파와 마시지 등의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치과치료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피부, 

건강검진, 성형, 한방, 치과 등 5개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해외의료관광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

적인 파트너십의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노

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A 치과의원을 방문한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과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이 치

과서비스에 대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치과의

사의 진료, 치과의 시설, 치과의 스텝들의 친절 등 3개 요

인이 환자의 치료만족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H1: 치과의사의 진료는 환자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2 병원의 시설은 환자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H3: 치과의 스텝들은 환자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III. Research Method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A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치

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15

일까지 약 2주간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행하여 총 

375건의 데이터를 회수하였으나 그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5건을 제120건의 데이터를 회수 하였으나 그 중 불성

실한 답변이 이루어진 6건을 제외한 114건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먼저 A 치과에서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은 충치지료 

등 일반진료가 44건으로 전체의 약 43%였으며 두 번째가 

임플란트로 29건으로 2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67건으로 59.4%, 남성이 47건으로 40%

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비율차이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고객의 연령대는 30세~49세가 32건으로 전체의 31.7%, 

21세~29세가 25건 24.8%, 30세~49세가 23건 22.8％로 

연령층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데이터는 Windows SPSS 26과 AMOS 21을 이

용하여 각 요인들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Windows SPSS 26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빈도분석과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시행하였으

며 AMOS 21을 이용하여 제시한 가설을 바탕으로 각 요인

들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결과를 도출시키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들은 대상자

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고 설문지상에 통계

법상으로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보호된다고 구두 및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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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제시를 하였으며 답변 중에도 본인이 원치 않을 경

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고지하여 연구 윤리상 문

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IV. Results

1.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연구모델을 평가하기 전에 측정된 변수가 구성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요인들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분석방

법은 주성분분석 추출모델을, 회전방식은 직각회전

(varimax)방식을 이용하여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

가 .40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판단하여 문항을 포함시켰

다. 중복 적재되거나 요인적재치가 0.40 미만인 항목은 제

거하였다. 요인추출 기준은 고유치가 1이상 되는 요인의 

수에 의해 결정하였으며 내적 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Cronbach'α값을 산출하였다.

탐색적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들이 0.5를 상회하여 모

든 문항들이 선정되었다.

Items
Factors Cronbach

’s α1 2 3

V_5 0.884

0.902

V_4 0.749

V_11 0.696

V_12 0.681

V_8 0.674

V_7 0.507

V_3 0.782

0.812
V_2 0.682

V_9 0.672

V_10 0.528

V_15 0.856

0.831

V_14 0.758

V_16 0.684

V_13 0.642

V_6 0.585

Table 1.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2.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흔히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간의 상호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어 진다[13]. 본 연구에서도 공분산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치과의사의 진료(Medical Diagnosis), 병원의 시

설(Medical Facilities), 치과의 스텝(Medical Staff)이 환

자의 만족(Patient Satisfaction)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를 

AMOS를 이용하여 각 요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X2 = 131.573, d.f. = 3, GFI = 0.619, NFI = 

0.207, CFI = 0.196, RMR = 0.11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때 M.I.(Modification Indices)의 값을 이용하여 모형의 

결과치를 바탕으로 수정이 가능하다[19].

M.I를 적용하여 기존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3개의 가

설에 치과의사의 진료(Medical Diagnosis)가 병원의 시설

(Medical Facilities)(H4), 치과의 스텝(Medicla 

Staff)(H5)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X2 = 8.465, d.f. = 1, GFI = 0.961, NFI = 

0.949, CFI = 0.953, RMR = 0.016으로 모든 값들이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ypot

hesis
Path FL t-value

P-val

ue

Supp

orted

H1 MD→PS 0.336 2.100 0.036 *　

H2 MF→PS 0.286 1.894 0.058 ns

H3 MS→PS 0.050 0.534　 0.594 ns　

H4 MD→MF 0.726　 11.461 0.000 **

H5 MD→MS 0.710 6.931 0.000 **

1) MD: Medical Diagnosis, MF: Medical Facilities, MS: 

Medical Staff, PS: Patient Satisfaciton

2) *: P<0.05, **: P<0.01, ns: not significant

Table 2. The results of Path Analysis

V. Conclusions and Limitation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 중 치과의료서비

스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과의사의 진료

(Medical Diagnosis), 병원의 시설(Medical Facilities), 

치과의 스텝(Medical Staff), 환자의 만족(Patient 

Satisfaction)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그 결과 치과의사의 진료(Medical Diagnosis)는 병원의 

시설(Medical Facilities)(FL: 0.726, **), 치과의 스텝

(Medical Staff)(FL: 0.710, **), 환자의 만족(Patient 

Satisfaction)(FL: 0.036, *),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의 시설(Medical Facilities), 치과의 스텝

(Medical Staff)은 환자의 만족(Patient Satisfaction)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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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데

이터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이므로 해당 치과

의 시설이나 치과의 스텝에 관한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치과들의 많은 부분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업무의 분

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병원의 시설(Medical Facilities)과 치과의 스

텝(Medical Staff)은 환자의 만족(Patient Satisfaction)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는 최근 치과의원들의 경우 시설이

나 의료진의 친절 등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단지 환자들이 핵심적으로 찾는 관심사는 치

과의사의 숙련에 따라 그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치과의료 서비스가 해외 의료관광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를 유치하고자 할 시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기술 등

을 통해 유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에도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경기도에 위치한 A 치과

에서만 수집하여 보다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

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데이터의 양을 늘려 연구의 일반화가 가능하

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개인병원과 함께 대학병원의 치과에 방문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치과의료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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