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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ces in Patient Experience by Arrangement Type of Medical 

Tourism Facilitators

Heeran J. Cho* / Ki Nam Jin*†

*Yonsei University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patient experience by arrangement type of medical tourism 
facilitators(MTF) from the pre-visit to visit stages. Specifically, patient experiences from each stage with different 
service providers (MTFs and medical institutions) were measured: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respect for patient 
preferences as pre-visit experiences with the facilitators, communication and concierge services as visit 
experiences with the facilitators, and medical services as medical institution experiences. 

The scale to measure foreign patientsʼ experiences was modified from the ʻPicker in-patient questionnaire(PPE)ʼ 
and the ʻPicker patient experience questionnaire(PPE-15)ʼ. Quantitative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on 173 patients from China, Russia, Mongolia, and Kazakhstan.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9 patients and 9 service providers. The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anuary and October in 2019. Quantitative data was analyzed by SPSS 25 for Chi-squared test and 
ANOVA, and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based on keyword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When foreign patients used only overseas MTFs, they had a relatively positive 
patient experience in respect of receiving pre-visit information(F=7.47, p<.01) and respect for patient 
preferences(F=3.11, p<.05). Looking at both domestic and overseas facilitators during the visit, the patient 
experience was relatively negative for communication(F=3.75, p<.05). Regarding medical institutions, patients had a 
relatively negative patient experience with regards to medical services when they used both domestic and 
overseas facilitators(F=6.49, p<.01).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atients should have a seamless and high-quality experience 
regardless of the facilitator arrangement type. This can be prepared through service standardization for the service 
providers. It would be also necessary to consider each other's features and problems at the institutional level and 
to improve service coordination by having service providers periodical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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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글로벌 의료관광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새로

운 경쟁국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은 점차 치열해졌

다. 한국이 의료관광 발전 정책을 수립하며 의료관광시장

에 참여한 지 12년이 지났다. 한국은 후발주자로 뛰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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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2009년 

60,000명이던 방한 외국인환자는 2019년 497,000명으

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사드(THAAD) 사태의 여파

로 외국인환자 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다음 해부터 

바로 회복하며 외국인환자 수의 증가세를 다시 보여주었

다[1]. 2020년 미국의 의료관광협회(Medical Torusim 

Association; MTA)는 의료관광 목적지의 매력도 평가에

서 한국을 세계 14위로 평가하였고[2], 유럽의 글로벌 의

료관광 전문지(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IMTJ)는 의료관광 가치 창출 측면에서 한국을 세계 9위

로 평가하였다[3].

한편,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의료관

광시장도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 말 백신

이 초고속으로 개발되어 FDA(Food and Drug Admini- 

stration) 승인을 받게 되었고, 백신의 보급이 빠르게 확

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히 

있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제지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

며 일부 산업에서는 이미 산업의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다

[4].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의료관광시장에서는 코로나

19 시기의 목적지국 이미지(예: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 

방역수칙), 의료의 질, 진료의 안전성, 환자의 신뢰가 더

욱 중요시될 것으로 예견되며[5] 이를 갖춘 목적지국을 

중심으로 의료관광시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견된다. 

2018년도에 실시된 ʻ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ʼ에 따르

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는 의료기술(41.5%), 의

료진 명성(18.4%), 외국어 서비스(13.0%), 의료장비

(11.0%)의 이유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경

로를 통해서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다[6]. 외국인환자 과

반수(55.2%)는 가족 및 지인 추천을 통해서 한국을 선택

하였고, 다음으로 인터넷 검색(17.1%)을 통해 한국을 선택

하였다[6]. 2019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Medical Torusim 

Facilitator)를 통해 방한한 외국인환자는 14.2%였으며, 

이들의 출신 국가는 러시아(28.5%), 중국(19.1%), 카자

흐스탄(12.1%), 일본(11.3%), 몽골(8.8%) 순이었다[7]. 

외국인환자의 유치업자의 이용률은 2017년 8.5%, 2018

년 9.1%, 2019년 14.2%로 최근 몇 년간 증가추세에 있

다[7-9]. 

유치업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환자를 목적지국의 의료

기관에 연결한다[10]. 목적지국의 유치업자는 환자 유치

를 위해 타깃(target)으로 하는 국가로 진출하여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환자를 발굴하고 이들을 목적지국으로 유

인한다. 유치업자는 자국의 환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유치

업자와 해외의 환자를 자국으로 유인하는 유치업자, 즉 2

가지 유형이 있다.

이러한 국내·외 유치업자는 외국인환자에게 더욱 안

전하고 가치 있는 의료관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입장에서 환자에게 더 적합한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역할

을 한다. 또한, 돌발 상황을 더욱 매끄럽게 대처·관리하

며, 문제 발생 시 환자의 대변자 역할을 하며[11], 교육자 

및 주최자의 역할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12, 

13]. 이를 통해 외국인환자는 유치업자로부터 자국에서 

원하는 의료기관의 정보를 얻고, 목적지국에서 언어와 문

화의 장벽을 극복하며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의

료관광을 경험하게 된다. 

유치업자를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의료서비

스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유치업자가 제공하는 비의료 서비스도 제공받게 된다

[14]. 특히, 이러한 외국인환자가 처음 접하는 한국 의료

관광 서비스는 유치업자를 통해 제공받게 되며,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유치업자를 많이 의존하게 된다. 

유치업자의 서비스는 방문 전 의료기관 정보제공 및 진료 

예약지원에만 국한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방문 

전 의료기관 정보제공, 공항 픽업 서비스, 의료기관 통역 

서비스, 출국 시 샌딩(sending)서비스까지 포함하기도 한

다[14]. 또한, 의료기관보다 유치업자와 더 많은 접점을 

가지며 서비스를 받게 되기에, 외국인환자가 지각하는 한

국 의료관광 경험에는 유치업자의 서비스와 의료기관의 

서비스가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유치업자에 관한 환자의 경험 연구는 극히 드물

다. 이는 유치업자가 유치한 환자는 직접 관리하는 경우

가 많으며, 조사 시 의료기관의 동의와 더불어 유치업자

의 동의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기에 유치업자를 이용한 환

자에 대한 연구에는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는 제한적인 환자조사[15]에 그치거나, 유치업

자 인터뷰[11], 문헌 고찰과 언론매체 분석[16], 유치업

자 웹사이트 분석[10, 14, 17-19]으로 제한되었다. 

환자 경험에 관한 연구는 1988년 ʻ환자 중심 케어ʼ 용어

와 함께 시작되어, 질병보다 질병을 경험하는 환자의 입

장을 이해하고 복잡한 헬스케어 전달체계에서 환자의 욕

구(needs)를 더욱 잘 수용하고자[20] 보건의료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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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연구되고 있다. 환자 경험은 환자 만족에서 진화하

고 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친절한 서비스와 짧은 대기시간, 안락

한 로비, 환자 진료실의 같은 편의시설을 기대하기에, 환

자 경험이라는 용어는 환자가 받는 전체 치료에서 환자 

만족보다 더 잘 요약되기도 한다[21]. 

이러한 환자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유럽의 Picker 

Institute(피커연구소)나 미국의 HCAHPS(Hospital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 Plans Survey; 

CMS 주관 환자 중심 평가)는 환자 경험 척도를 개발하

며, 환자 경험을 연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중심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ʻ환자경험 평가ʼ를 2017년 처음 도입하고, 

2019년 2차 환자경험평가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54

기관 2만 3,92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22] 환자중심 의

료문화를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의료관광을 떠난 외국인환자는 복

잡한 헬스케어 전달체계를 넘어 언어 및 문화적 장벽까지 

경험하게 되지만, 이러한 관점의 환자 경험 연구가 전무

하다. 특히, 유치업자를 통한 외국인환자의 경험에 관한 연

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치업자를 이

용한 환자의 만족도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유치

업자에 의해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환자가 이용했던 유치업자 유형별 환

자의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유

치업자 유형은 크게 국내, 해외, 국내와 해외의 협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 환자가 방문 전

과 방문 중 경험하는 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환자의 경험은 유치업자가 직접 제공

한 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유치업자가 소개한 의료기관 서

비스에 대한 경험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유치업자의 유형별 방문 전과 방문 중의 

유치업자 서비스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유치업자의 유

형별 의료기관 서비스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유치업자는 의료관광 목적국 또는 송출국에 위치하며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10, 14]. 목적국에 위치

한 유치업자의 지사가 송출국에 있거나(예: 에어맨 코리

아), 송출국에 위치한 유치업자의 지사가 목적국에 있는 

경우도 있다(예: 베르날 트레블). 또한, 목적국의 웹사이

트가 송출국의 서버를 이용해 송출국 소재 유치업자의 모

습으로 사이트가 운영되기도 한다(예: www.placidway. 

com).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소재 국가에 따라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Domestic Medical Tourism Facilitator; 

DMTF)와 해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Foreign Medical 

Tourism Facilitator; FMTF)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의 관점에서 분류하면, 국내 유치업자(DMTF)는 송

출국에 위치한 유치업자, 해외 유치업자(FMTF)는 목적

국 또는 제3국에 위치한 유치업자를 말한다[10]. 보건복

지부의 관점에서 분류해보면, 국내 유치업자(DMTF)는 

한국에 소재하며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유치업자를 말하

며, 등록 조건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자본금 1

억 원 이상 보유, 국내 사무실 설치이다. 해외 유치업자

(FMTF)는 해외에 소재하며 보건복지부에 등록하지 않은 

유치업자를 말하며, 자본금, 보증보험 등의 제한이 없으

며 별도 사무실 없이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하기도 한다.

국내 유치업자와 해외 유치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다른 장단점을 가진다. 국내 기반의 국내 

유치업자는 직접적인 컨시어지 서비스(concierge 

service) 제공과 쉬운 서비스 코디네이션의 장점을 가지

고 외국인환자 유치의 어려움, 소규모 비즈니스의 한계점

(지속가능성의 어려움, 신뢰의 부족, 마케팅과 서비스의 

부족), 낮은 질의 컨시어지 서비스(예: 낮은 질의 통역)와 

같은 단점을 가진다[23]. 해외 유치업자는 현지 환자 유

치가 용이하며 환자와 라포(rapport)형성이 잘되어 환자

들이 컴플레인(complain)도 덜 생기게 하는 경향이 있다

[15]. 또한, 환자의 니즈(needs)를 잘 파악하여 환자가 

원하는 요청을 자세하게 전달하며,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한다. 반면, 목적국인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

는 컨시어지 서비스가 전혀 없는 단점이 있다[23].

이러한 국내·외 유치업자는 경우에 따라 서로 상호작

용을 하며 파트너십을 이룬다. 의료관광 송출국에 위치한 

유치업자는 의료관광 목적국에 위치한 유치업자를 통해 

현지 의료기관 및 숙박시설에 대한 접근도를 확대하고, 

관광 및 문화정보를 얻고자 한다[10]. 의료관광 목적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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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유치업자는 송출국의 유치업자 네트워크를 통해 

환자 유치의 기회를 늘리고자 한다. 이때 국내·외에 소

재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동종 유치업자뿐 아니라, 보

험사, 국내·외의 의료기관, 회사 고용주와도 네트워크를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환자를 유치하고 서비스를 제

공한다[10]. 

이처럼 유치업자는 국내·외의 보건, 관광, 기타 분야

의 이해관계자와 협업 관계를 형성하며, 환자와 의료기

관, 숙박 및 관광업계 사이의 협상가이자 교섭자의 역할

을 한다[24]. 유치업자는 의료기관, 유치업자, 숙박업계

(호텔) 등의 이해관계자 간의 전략적인 기획과 코디네이

션을 통해[25] 의료관광객의 욕구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4].

2. 환자 경험 

환자 경험은 의료 질의 중요한 평가지표로, 다양한 학

자들에 의해 정의가 내려졌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다뤄진 환자 경험의 정의에 따르면 전체 기간에 걸쳐서 

환자와 제공자의 관계에서 직접적·간접적, 임상적·비 

임상적인 모든 상호작용에서의 질과 가치를 말하며, 직원

과 환자 간의 상호 작용, 정보의 제공, 결정에 참여, 케어

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자기 케어를 위한 지원을 포함한

다. 또한, 환자 만족의 개념을 포괄한다고도 볼 수 있다

[26-33]. 

학자들은 환자 경험 연구에서 환자 중심 개념을 공통적

으로 강조한다. ʻ환자 중심치료(patient-centered care)ʼ
용어는 1987년 시작된 Picker Commonwealth Program 

for Patient-Centered Care(환자 중심케어를 위한 피커 

영연방 프로그램)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34], Balint[35]

는 질병 지향적 의료(illness-oriented medicine)와 반

대되는 환자 중심의료(patient-centered medicine)로 

의사가 환자를 고유한 개인으로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

의하였다.

외국인환자 경험 연구는 환자의 전반적인 경험에 관한 

연구와 만족도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외국인환자 경험 연

구는 최근 연구되기 시작한 분야로, Hanefeld, Smith, 

Horsfall, & Lunt[36]의 연구와 같이 환자들에 대한 인

터뷰나 Crooks et al.[16]의 연구와 같이 문헌 고찰을 통

한 질적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유치업자에 대한 

경험이 연구의 중심이 되기보다 전체 의료관광 경험에서 

부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졌다. 의료관광 경험의 만족도 연

구는 환자의 기대와 지각을 측정하는 ServQual 척도[37]

를 의료관광 환경에 맞게 보완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왔

으나, 유치업자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변수로만 포함되어 

측정되었다[38, 39].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는 양적 연구 173명(외국인환자)

과 질적 연구 18명(외국인환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관

계자)이었으며 외국인환자 9명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에 모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총 182명이

다.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YUWIRB)의 승인을 받아서 수행하였다(승인번

호: 041849- 201901-SB-014-01).

1) 양적 연구

본 연구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국내 외국

인환자 유치업자 및 해외 유치업자를 통해 방한하여, 서

울, 경기, 인천 소재 병원 및 의원을 방문하여 한국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외국인환자는 유치업자를 주로 이용하는 상위 4개국

(중국,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2017년 기준; 연구 당시 가장 최근 자료). 설문조사 

대상은 할당표본추출을 통해 선정하였고, 자료수집은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각 나라 

언어(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로 번역하여 외국인환자

에게 배포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완료 대상자는 총 201명이였으며 이중 무응답 

문항이 많은 28명을 제외한 총 173명을 최종 분석대상자

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국적별 외국인환자는 중국인 44

명, 러시아인 29명, 몽골인 67명, 카자흐스탄인 31명이

었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주로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등

에 입원 및 외래로 방문한 환자들이었다. 성별은 남자 

19.3%, 여자 80.7%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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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연구

의료기관, 유치업자,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

뷰를 여러 번에 걸쳐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국제진료센터 

관리자 및 실무자 4명, 유치업자 CEO 및 실무자 7명, 외

국인환자 9명, 총 2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는 연구참여자 

20명의 인터뷰 내용 중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총 18명

의 인터뷰 내용을 수록하였다. 인터뷰는 사전에 구축된 

문항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인터뷰 1회

당 평균 2시간 소요되었다. 외국인환자 인터뷰는 1회당 

평균 30분 소요되었다.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관계자와는 

한국어로 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외국인환자와의 인터

뷰는 병원 코디네이터의 통역을 통해 진행하였다. 간혹 

영어가 가능한 환자와는 바로 영어로 소통하였다. 

2. 측정변수  

외국인환자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ʻPicker in-patient 

questionnaire(피커 성인 입원 설문지; PPE)ʼ와 이를 축

소한 ʻPPE-15ʼ[40]를 방문 전과 방문 중 과정으로 나누

고 방문 중의 경험은 컨시어지 서비스 이용 경험과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으로 구분하였다. 

환자 경험의 차원은 피커연구소(Picker Institute)의 8

가지 차원 중 의료관광 환경에 적합하고 본 연구 모델에 

적용이 적절한 6가지 차원「정보와 교육, 케어 코디네이

션, 신체적 편안함, 정서적 지원, 환자 선호에 대한 존중, 

연속성과 전환」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환자 경험은 환

자가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경험하는 전 과정의 직·간

접적인 경험을 모두 포함하기에[41] 한국 방문 전부터 방

문 중까지의 의료 및 비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모두 

고려하였다. 

방문 전 유치업자 서비스 이용 경험은 ①정보제공, ②

환자 선호 존중 2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졌다(표 1). 정보

제공은 ʻ유치업자 직원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ʼ, ʻ나의 질문에 대해 유치업자 직원은 명확하게 

답변했다ʼ, ʻ나는 사고 및 응급 대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

았다ʼ의 3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ʼ
s alpha)는 0.79이었다. 환자선호존중은 ʻ의료관광 목적

지 선택 시 나의 의견은 존중됐다ʼ, ʻ의료기관 선택 시 나

의 의견은 존중됐다ʼ, ʻ나는 전반적으로 존중과 존엄으로 

대우받았다ʼ 의 3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0.90이었다. 

방문 중 컨시어지 서비스 이용 경험은 ①의사소통, ②

컨시어지 서비스 2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졌다(표 2). 의사

소통은 ʻ유치업자의 통역사(코디네이터)는 의료진의 설명

을 명확하게 통역했다ʼ, ʻ예약 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ʼ, ʻ유치업자와 의료기관 간의 서비스업무가 잘 됐

다ʼ 등 6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0.84였

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ʻ나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 유치업

자 직원(코디네이터)이 신경을 썼다ʼ, ʻ의사결정시, 나의 

선호와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다ʼ, ʻ나는 유치업자(코디네

이터)로부터 항상 존중받았고, 나의 존엄성은 지켜졌다ʼ 
등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0.92이었다. 

방문 중 유치업자가 소개한 의료기관 이용 경험은 의료

서비스가 하나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표 3). 의료서비스

는 ʻ의료기관은 신체적 편안함을 위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

공했다ʼ, ʻ나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 의료진과 쉽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ʼ, ʻ나는 치료 후 주의사항과 회복을 위한 

충분한 설명 들었다ʼ 등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

뢰도는 0.96이었다.

요인 문 항
요인

적재량
고유치

설명
변량

Cronba-
chʼs α

정보
제공

1 유치업자 직원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0.83

2.61 43.57 0.792 나의 질문에 대해 유치업자 직원은 명확하게 답변했다 0.67

3 나는 사고 및 응급 대처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았다 0.77

환자
선호 존중

4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 시 나의 의견은 존중됐다 0.82

2.04 33.94 0.905 의료기관 선택 시 나의 의견은 존중됐다 0.82

6 나는 전반적으로 존중과 존엄으로 대우받았다 0.91

<표 1> 방문 전 유치업자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내적 일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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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1) 양적 연구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IBM SPSS statistics 

25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환자의 방문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변수계산 (if 조

건문)을 하였다. 둘째.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유치업자의 

종류가 국적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셋째,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유치업자별로 

방문 과정 경험(방문 전 유치업자 서비스 이용 경험, 방문 

중 컨시어지 서비스 이용 경험, 방문 중 의료기관 이용 경

험)을 평가하기 위해 ANOVA를 하였다.

요인 문항
요인

적재량
고유치

설명
변량

Cronba-
chʼs α

의료
서비스

1 나의 질문에 대해 의사는 명확하게 답변했다 0.73

9.72 51.16 0.96

2 나의 질문에 대해 간호사는 명확하게 답변했다 0.74

3 나는 치료/수술 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위험 요소에 대해 안내받았다 0.81

4 예정대로 치료 일정이 진행되었다 0.83

7 통증을 느꼈을 때, 의료진은 적극적으로 고통을 조절해 줬다 0.74

8 의료기관은 육체적 편안함을 위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0.78

9 의료기관 이용은 편리했다 0.85

10 의료진은 나의 걱정이나 두려움에 대해 신경 썼다 0.83

11 나는 의사에게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 0.86

12 나는 간호사에게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 0.74

13 나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 의료진과 쉽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0.81

15 나는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충분히 참여했다 0.79

16 의료기관에서 나에 대한 존중과 존엄성은 항상 지켜졌다 0.77

17 나는 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었다 0.76

18 나는 치료 후 주의사항과 회복을 위한 충분한 설명 들었다 0.72

19 나는 언제부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안내 받았다 0.70

<표 3> 방문 중 의료기관 이용 경험에 대한 내적 일치도 검증 

요인 문 항
요인

적재량
고유치

설명
변량

Cronba-
chʼs α

의사
소통

1 나의 질문에 대해 유치업자 직원(코디네이터)은 명확하게 답변했다 0.79

3.75 23.43 0.84

2 유치업자의 통역사(코디네이터)는 의료진의 설명을 명확하게 통역했다 0.74

3 예약 일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 0.79

4 예정대로 방문기간 내 일정이 진행됐다 0.73

5 유치업자와 의료기관 간의 서비스업무가 잘됐다 0.60

6 예약된 의료기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 0.50

컨시
어지 

서비스

8 나는 유치업자(코디네이터)로부터 기대했던 픽업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0.51

5.09 31.84 0.92

9 유치업자(코디네이터)가 예약한 호텔의 컨디션은 가격 대비 훌륭했다 0.61

10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0.81

11 나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 유치업자 직원(코디네이터)이 신경을 썼다 0.84

12 나의 질문에 대한 직원의 답변에 항상 확신과 신뢰를 할 수 있었다 0.78

13
나는 나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 유치업자직원(코디네이터)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다

0.85

15 의사결정시 나의 선호와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다 0.71

16
나는 유치업자(코디네이터)로부터 항상 존중받았고, 나의 존엄성은 지켜
졌다

0.76

<표 2> 방문 중 컨시어지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내적 일치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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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적 연구

첫째, 인터뷰를 진행하며 인터뷰 내용을 모두 기록하였

고, 기록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둘째, 기록 중 보완해야 

하는 내용이 생겼을 땐, 추가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

하거나 횟수를 거듭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셋째, 기

록된 인터뷰 내용은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내용

은 주요 내용과 키워드에 따라 다시 재구성하였다(부록 

1). 이렇게 구성된 질적 자료는 양적 자료의 결과 해석을 

보완하며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방문 경로

조사대상자의 유치업자를 통한 방문 경로는 <그림 1>

과 같다. 먼저 현지에서 자국 소재 유치업자인 해외 유치

업자를 통해 한국의료기관을 직접적으로 소개받는 경우가 

있었고(경로 1), 해외 유치업자와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국내 유치업자를 한 번 더 거쳐서 의료기관을 소개받는 

경우가 있었다(경로 2). 끝으로, 한국에 소재한 국내 유치

업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소개받는 경우가 있

었다(경로 3). 

경로 1과 같이 전 과정에 걸쳐 해외 유치업자만 이용하

는 경우는 외국인환자가 방한 전 해외 유치업자를 이용하

고, 한국 방문 중 의료기관의 국제진료팀(의료관광 코디

네이터)이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한다. 경로 2

와 같이 해외 유치업자와 국내 유치업자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방문 전 해외 유치업자를 통해 방한하고, 방문 중 

해외 유치업자와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국내 유치업자를 

통해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는다. 경로 3과 같이 국내 유

치업자만 이용하는 경우는 방한 전부터 국내 유치업자의 

서비스를 받고, 방문 중에도 같은 유치업자로부터 컨시어

지 서비스를 받는다. 

국적별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유치업자는 <표 4>와 같

다. 중국 환자들은 해외 유치업자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84.1%), 러시아 문화권 국가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환

자들은 해외 유치업자(45.8%)나 국내 유치업자(33.9%)

를 주로 이용하였다. 몽골 환자는 주로 국내 유치업자와 

해외 유치업자를 모두 이용하였다(67.7%). 국적별로 이

용한 유치업자의 유형에 대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0.001).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해외 유치업자는 접근의 용이성이 

있었고, 국적별로 자국 유치업자를 선호하는 정도는 중국

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ʻʻ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직접 상담해 주는 것이 중

요해요. 외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말해줘야 더 믿고 그

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환자 모객할때는 중국인

이 직접 하는게 중요해요ʼʼ (중국인 코디네이터 Q)

<그림 1> 유치업자를 통한 방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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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업자 서비스 이용 경험

방문 전부터 방문 중까지 이용한 유치업자에 따라서 외

국인환자는 상이한 경험을 하였다(표 5). 먼저 방문 전 이

용한 유치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전 과정에 걸쳐 국내 유

치업자만 이용한 경우 정보제공을 가장 잘 받았고, 해외 

유치업자만 이용한 경우가 그다음으로 정보제공을 잘 받

았으며, 국내·외 유치업자를 모두 이용한 경우 정보제공

을 상대적으로 가장 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F=7.47, p<.01). 환자의 선호는 해외 유치업자만 이용

한 경우 가장 잘 존중이 되었고, 국내 유치업자만 이용한 

경우 그다음으로 잘 존중이 되었고, 국내·외 유치업자를 

모두 이용한 경우 환자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가장 잘 존

중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3.11, p<.05). 이러

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방문 중 이용한 유치업자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국

내 유치업자만 이용한 경우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 가장 

잘 이루어졌으며, 그다음으로 해외 유치업자만 이용한 경

우 잘 이루어졌고, 국내·외 유치업자를 모두 이용한 경

우 의사소통이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3.75, p<.05).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해외 유치업자는 환자의 문화적 특

성과 선호를 좀 더 잘 헤아리는 장점이 있고, 국내 유치업

자는 신속하고 자세한 안내를 해주는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ʻʻ보통 국내 유치업자는 환자가 방문하기 전에 의료 관

련 정보를 환자에게 잘 전달해줘요. 검진이나 수술 전 주

의사항 같은 부분이요. 해외 유치업자는 환자의 문화를 

고려해서 국내와 현지의 문화적 차이나 그런 부분을 미리 

잘 설명해줘요. 그래서 해외 유치업자 환자는 그런 문화

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환자가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덜

했어요. 이렇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국내 유치업자 환자

와 해외 유치업자 환자는 다른 장단점이 있어요.ʼʼ (의료기

관 국제진료센터 팀장 R)

ʻʻ한국에 오기 전 왓츠앱으로 (한국에 있는 유치업자 소

속) 코디네이터에게 궁금한 걸 질문하면, 신속하게 답변

해 줬어요. 한국에 오기 전 알아둬야 할 사항들, 검진받기 

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선 메일로 안내받았어요. 또 오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들에 대해 상세히 알려줬어요.ʼʼ (카
자흐스탄 환자 D)

3. 의료기관 이용 경험

의료기관 이용 경험에서도 유치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
국내

유치업자 이용
해외

유치업자 이용
국내·외 유치업자 모두 

이용
F

방문 전
정보제공 4.12±0.73 4.10±0.63 3.63±0.94  7.47**

환자 선호 존중 4.20±0.82 4.24±0.62 3.90±0.99  3.11* 

방문 중
의사소통 4.32±0.69 4.28±0.58 4.01±0.71  3.75*

컨시어지 서비스 4.00 ±0.93 4.21 ±0.70 3.79 ±0.79 -1.72  

  
*
P<0.05, 

**
P<0.01

<표 5> 방문 과정 이용한 유치업자 종류에 따른 서비스 이용 경험 차이 분석
(평균±표준편차) 

구분 중국 러시아&카자흐스탄 몽골 X2

유치업자 종류

해외 유치업자 37 (84.1)  27 (45.8) 11 (16.9)

74.78***국내·외 유치업자 0 ( 0.0) 12 (20.3) 44 (67.7)

국내 유치업자 7 (15.9) 20 (33.9) 10 (15.4)
***

P<0.001

<표 4> 국적별 외국인환자가 이용한 유치업자의 종류 
(단위 :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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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경험은 상이하게 나타났다(표 6). 국내나 해외의 

유치업자만을 이용한 경우보다 국내·외 유치업자를 모

두 이용한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낮

게 평가했다(F=6.49, p<.01).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국내와 해외의 유치업자가 모두 관여되었을 때, 만일 

이들 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료기관과

의 의사소통이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협

업의 리스크 때문에 분석 결과에서도 의료서비스 이용 경

험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해 심층 인

터뷰에서 해외 유치업자만 이용해 병원 코디네이터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서도 환자 입장을 

배려한 통역과 부연 설명을 들은 경우 환자가 더 안정감

을 찾고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카자흐스탄 환자 D). 

반면 현지의 해외 유치업자를 통해 국내에 도착해 국내 

유치업자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제공

자가 많아지며 오히려 서비스제공자 간뿐 아니라 환자와

의 소통에도 오히려 아쉬움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카자흐스탄 환자 E). 

ʻʻ당뇨가 있는 상태에서 무릎 수술을 해야 했는데, 선생

님이 수술을 잘해주었어요. 통증 조절도 잘 된거 같아요. 

회진을 도시면서 제 상황과 앞으로 제가 회복을 위해 해

야 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

의 한마디 한마디를 코디네이터가 다 통역해 줘서 제 상

황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코

디네이터가 바로 병실로 오거나 메시지를 통해 도와줘서 

든든해요ʼʼ (카자흐스탄 환자 D)

ʻʻ멀리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진료시간이 너무 짧았어

요. 충분한 소통을 의사 선생님과 하지 못해서 아쉬웠어

요. 코디네이터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실제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되는 데까지 오래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

서 불편했어요.ʼʼ (카자흐스탄 환자 K)

Ⅴ. 고찰 및 결론 

1. 고찰

국적별로 중국 환자들은 해외 유치업자를, 러시아와 카

자흐스탄 환자들은 해외 유치업자 또는 국내 유치업자를, 

몽골 환자는 국내 유치업자와 해외 유치업자가 협업하는 

형태를 주로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중국 환자들

은 주로 본국의 해외 유치업자가 제공하는 방문 전 서비

스를 이용하고, 방문 중에는 해외 유치업자와 연계된 국

내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러

시아와 카자흐스탄 환자들은 주로 본국의 해외 유치업자 

또는 한국의 국내 유치업자를 통해 방문 전 서비스를 이

용하고, 방문 중에는 해외 유치업자와 연계된 의료기관에

서 의료서비스와 컨시어지서비스를 이어서 받거나, 국내 

유치업자에게 컨시어지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

스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몽골 환자는 주로 국내 유치

업자와 해외 유치업자를 모두 이용함에 따라, 방문 전 해

외 유치업자의 방문 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한국에서는 

국내 유치업자에게 컨시어지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는 의

료서비스만 주로 이용함을 의미한다. 

방문 전 국내 유치업자를 이용하였을 때 외국인환자는 

정보를 상대적으로 가장 잘 제공 받았고, 해외 유치업자

를 이용한 경우 외국인환자는 선호를 가장 잘 존중 받았

다. 반면 국내·외 유치업자를 모두 이용한 경우 정보제

공과 선호 존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잘 이루어지지 못했

다. 이는 의료기관, 국내 유치업자, 해외 유치업자 간의 

서비스 코디네이션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즉, 국내·외 유치업자 간의 코디네이션의 미흡으로 방문 

구분
국내

유치업자 이용
해외

유치업자 이용
국내·외 유치업자 모두 이용 F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4.23±0.75 4.23±0.47 3.81±0.66 6.49**

**
P<0.01

 

<표 6> 방문 중 유치업자 종류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경험 차이 분석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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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환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이루어진 것

으로 해석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서비스 코디네이션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뿐 아니라 관리의 연속성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42], 환자 만족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였다[41]. 양적 연구에서 국내·외 유치업자를 

모두 이용한 환자가 방문 전 유치업자 경험을 가장 낮게 

평가한 것을 통해, 국내·외 유치업자 간의 코디네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국내·외 

유치업자 간의 코디네이션의 미흡으로 방문 전 환자 경험

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방문 중 국내 유치업자를 이용한 외국인환자는 컨시어

지 서비스에서 의사소통을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경험하였고, 해외 유치업자를 이용한 환자는 의료기관 코

디네이터를 통해 신체적·정서적 안정 및 선호 존중이 이

루어진 컨시어지 서비스를 가장 긍정적으로 경험하였다. 

국내·외 유치업자를 모두 이용한 환자는 국내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코디네이터를 통해 의사소통과 컨시어지 서

비스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경험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내 유치업자의 코디네이터는 환

자의 문화적 성향까지 파악하여 환자와 소통하며 컨시어

지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잘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의료기관 코디네이터는 환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정 

및 환자의 선호가 존중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잘 제공하고 있었다. 

즉, 국내 유치업자를 이용한 외국인환자는 문화적 성향

까지 고려하며 소통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하며, 의사

소통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해

석된다. 해외 유치업자를 이용한 외국인환자는 의료기관 

코디네이터로부터 신체적·정서적 안정 및 선호가 존중

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컨시어지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내·외 유치업자를 모두 이용한 외국인환자는 방문 중 

국내 유치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내 유

치업자로부터 충분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해외 유치업자에게 환자유치

를 주로 의존하는 국내 유치업자는 직접적으로 환자를 유

치하는 국내 유치업자에 비해 방문 중 컨시어지 서비스에

서도 서비스 코디네이션이 부족하며, 서비스 질이 낮은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는 Draper, Cohen, & Buchan[43]의 연구에서와 

같이 서비스제공자가 많아지며 케어의 파편화와 서비스의 

중복성, 코디네이션의 부족함, 인상된 의료비와 같은 문

제점이 수반된 결과로도 해석된다. 서비스 코디네이션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 간의 충분히 논의된 계획, 

충분한 합의, 평가가 수반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44], 

이를 통해 서비스를 분담하여 케어의 연속성을 향상시키

는 가능성을[43]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도 유치업자의 종류에 따라서 

환자의 경험에 차이가 있었다. 국내 유치업자 또는 해외 

유치업자만 이용한 외국인환자는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

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내·외 유치업자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해외 유치업자, 국내 유치업자, 의료기관 간의 서비스 코

디네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환자의 유치업자 서비

스 이용 경험, 컨시어지 서비스 이용 경험을 넘어 의료서

비스 이용 경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의

료기관의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유치

업자의 종류와 이용경로 이면에는 환자의 국적, 코디네이

터의 특성, 유치업자의 경험,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

자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결과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Flores[45]가 통역 서비

스 등과 같은 컨시어지 서비스의 질이 환자가 경험하는 

전반적인 서비스 질, 의료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같이 이용한 유치업자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

의 차이로 의료기관에서 환자 경험의 차이도 나타난 것으

로 해석된다.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치업자 연구와 환자경험 

연구가 아직 극히 제한적이라 본 연구의 고찰에서 선행연

구에 관한 내용이 제한적인 한계가 있으며 이는 양적 연

구와 질적 연구의 상호보완적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하고

자 하였다.

 

2. 결론

본 연구는 접근이 쉽지 않은 유치업자를 통한 외국인환

자 경험 연구를 수행하며 유치업자, 의료기관, 외국인환

자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함께 수행한 점

에 특히 의의가 있으며,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

치업자에 따라 국적별 환자의 경험이 상이했기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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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의 주체와 관계없이 환자가 방문 과정에서 긍정적

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매끄러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

다. 이는 국내 유치업자, 해외 유치업자, 의료기관 간의 

서비스 코디네이션의 향상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서로 간의 소통 장을 가지며, 더욱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비스 코디네이션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문 과정(방문 전–방문 중)에서 유치업자와 의

료기관 코디네이터가 갖는 각각의 장점을 서로 벤치마킹

하여 서비스가 동반 상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

관 단위에서 서로의 특장점과 문제점을 재고하여 서비스

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서비스제공자 간의 코디네

이션 개선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서비스 제

공과정을 시스템화하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업자를 통

한 외국인환자를 조사함에 따라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에 응하는 유치업자의 환자

와 유치업자가 조사를 허락한 의료기관의 환자만 조사할 

수 있었다. 즉, 정말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환자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러시아권 환

자와 몽골 환자와의 심층 인터뷰는 담당 코디네이터와 함

께 이루어졌기에, 환자의 불만에 관해 이야기할 때 실제 

경험보다 순화된 내용으로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후속 연구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유치업자나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를 모객하기 

보다, 유치업자를 이용한 환자를 온·오프라인에서 직접

적으로 모객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면, 치우침 없이 더욱더 

다양한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외

국인환자가 아닌 유치업자를 통한 환자는 모수가 더 작으

며 많은 제한점을 수반하기에 모객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을 고려하여, 보다 긴 기간 동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통해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일반화된 연구 결

과를 도출하고 유치업자를 통한 환자 경험의 연구 분야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유치업자를 주로 이용하는 중국, 러시

아, 카자흐스탄, 몽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국적의 외국인환자를 대표하기 어려운 한

계점을 가진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더 다양한 국적의 환

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대표성 있는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연구 결과에서 의료기관의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치업자 종류를 바탕으로 설명하며 심

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영향에 관해

서 설명하였으나, 상호작용의 영향 관계에 대해 명확한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

서는 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 연구를 

할 때는 다양한 상호관계에 있는 변수 관계를 보다 섬세

하고 정교하게 설계하여 연구를 수행하면 보다 정교한 연

구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이전에 

수행된 연구이며 현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환자

의 방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연구의 결론을 당장 

외국인환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19 시

대에는 환자가 느끼는 안전성, 신뢰 등의 환자 경험이 더

욱 중요해 질 것이기에, 본 연구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유

치업자와 의료기관은 인프라를 재정비하며 서비스 질 제

고를 통해 글로벌 의료관광시장에서 경쟁국들 사이에서 

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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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서비스제공자 시각의 방문 전 서비스 제공과정 

 방문 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ʻ정보제공ʼ에 대한 부분

은 ʻ문의ʼ, ʻ주의사항ʼ, ʻ전달ʼ의 키워드에 따라 정리하였다.

ʻʻ환자의 상태를 전달받으면, 의료기관에 문의해요…. 

방문 전 주의사항은 저희 코디네이터가 메일이나 메신저

로 전달해요.ʼʼ (몽골시장 유치업자 대표 A) 

방문 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ʻ환자 선호 존중ʼ에 대한 

부분은 ʻ문의ʼ와 ʻ요구사항ʼ의 키워드로 정리하였다.

ʻʻ...의사를 지정해서 문의하는 환자도 있어요. 저희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다 들어드리려고 하죠.ʼʼ (몽골시장 유

치업자 대표 B)

방문 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이용한 유치업자에 따른 

차이에 대한 부분은 ʻ의료 관련 정보ʼ와 ʻ문화적 차이ʼ의 키

워드로 정리하였다. 

ʻʻ보통 국내 유치업자는 환자가 방문하기 전에 의료 관

련 정보를 환자에게 잘 전달해주고 해외 유치업자는 환자

의 문화를 고려해서 국내와 현지의 문화적 차이나 그런 

부분을 미리 잘 설명해줘요….ʼʼ (의료기관 국제진료센터 

팀장 C)

• 환자 시각의 방문 전 서비스 이용 경험 

방문 전 이용한 서비스의 ʻ정보제공ʼ에 대한 경험은 ʻ신
속한 답변ʼ, ʻ유의사항ʼ의 키워드에 따라 정리하였다.

ʻʻ한국에 오기 전 왓츠앱으로 코디네이터에게 궁금한 걸 

질문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줬어요. 방문 전 유의사항에 

대해선 메일로 안내받았어요….ʼʼ (카자흐스탄 환자 D)

방문 전 이용한 서비스의 ʻ환자 선호 존중ʼ에 대한 경험

은 ʻ상담ʼ, ʻ존중ʼ, ʻ염려ʼ의 키워드에 따라 정리하였다.

ʻʻ수술을 받아야 하다 보니 걱정도 되고 했는데, (카자흐

스탄에 있는 유치업자가) 한국 가기 전에 상담을 오랫동

안 해주고, A, B 의료기관 모두 가서 상담받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 의견을 존중해서 (유치업자가) 두 곳 다 예약

해줘서 좋았어요.ʼʼ (카자흐스탄 환자 E)

ʻʻ의료비가 많이 들 것을 염려했는데, 유치업자가 제 예

산에 맞는 의료기관을 소개해줘서 다행이었어요.ʼʼ (러시

아 환자 F) 

•서비스제공자 시각의 방문 중 서비스 제공과정  

외국인환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환자 선호의 존

중이 반영된 ʻ컨시어지 서비스ʼ는 ʻ염려ʼ, ʻ선호ʼ의 키워드에 

따라 정리했다.

ʻʻ러시아나 카자흐스탄 환자는 검사하고 나서 결과가 잘 

나올지에 대한 걱정도 많고, 해보지 않은 검사에 대한 염

려가 커요. 그럴 때도 옆에서 잘 다독여 줘요.ʼʼ (유치업자 

러시아어 코디네이터 G)

방문 중 ʻ의사소통ʼ 경험은 ʻ반복ʼ, ʻ설명ʼ, ʻ상담ʼ의 키워

드에 따라 정리하였다. 

ʻʻ보통 진료 전·후 유의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설명해

요. 병원 진료 전후에 저와 상담 시간만 몇 시간씩 가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충분히 소통하면 환자가 더 이해도 잘

하고, 회복도 빨라요.ʼʼ (유치업자 러시아어 코디네이터 H)

• 환자 시각의 방문 중 컨시어지 서비스 이용 경험 

방문 중 이용한 서비스에서 ʻ의사소통ʼ에 대한 환자 경

험은 ʻ친절ʼ, ʻ소통ʼ, ʻ이해ʼ의 키워드에 따라 정리하였다.

ʻʻ제가 궁금한게 있으면 (유치업자) 코디네이터는 친절

하게 답해줬어요. 코디네이터가 통역을 잘해줘서 의료진

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코디네이

터가 한국은 대기시간이 길고 진료시간이 짧은 점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좋은 진료를 받기 위한 거라 이해할 수 있

었어요.ʼʼ (러시아 환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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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환자 선호의 존중이 반

영된 ʻ컨시어지 서비스ʼ에 대한 환자 경험은 ʻ필요ʼ, ʻ의지ʼ, 
ʻ안정ʼ, ʻ안심ʼ, ʻ존중ʼ의 키워드에 따라 정리하였다.

ʻʻ제가 필요할 때면 (유치업자) 코디네이터는 항상 도와

줬어요. 필요한 걸 말하면 바로바로 들어줬어요. 언어가 

통하니 편하고, 한국에 있는 동안 의지가 되었죠.ʼʼ (러시

아 환자 J)

ʻʻ도착해서부터 병원 직원이 동행했어요. 숙소에서 우리

나라 책도 볼 수 있고 해서 더 안정을 취할 수 있었어요. 

시간 관계없이 언제든지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면 바로바

로 응대해줘서 안심이 되었어요.ʼʼ (카자흐스탄 환자 K)

ʻʻ...아쉬웠던 점을 하나 꼽으라면, 유치업자 코디네이

터가 만나기로 한 약속보다 늦게 왔어요. 멀리서 왔는데 

존중받지 못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상했었어요.ʼʼ (몽골 

환자 L) 

• 의료기관 시각의 방문 중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방문 중 ʻ의료서비스ʼ는 ʻ의료진의 선택ʼ, ʻ선호 존중ʼ, ʻ맞
춤(서비스)ʼ, ʻ환자 편의ʼ의 키워드에 따라 정리하였다. 

ʻʻ병원 이용에 대해선 환자분들의 선호를 존중하고, 맞

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이에요.ʼʼ (의료기관 국제진료센

터 팀장 M)

ʻʻ암 환자의 경우 자국에서 몇 주 간격으로 국경을 오가

며 항암치료를 받기도 해요. 그럴 땐 의료진이 환자의 편

의를 고려해서, 자국에 있는 동안 복용할 약을 처방해 주

고요….ʼʼ (의료기관 러시아어 코디네이터 N)

• 환자 시각의 방문 중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방문 중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ʻ의료서비스ʼ 이용 경험은 

ʻ최신식ʼ, ʻ실력ʼ, ʻ소통ʼ의 키워드에 따라 정리하였다.

ʻʻ한국 의료시설은 최신식이고 의사들도 수술을 잘한다

고 알고 왔어요. 진료 후에 궁금한 게 더 생기면 코디네이

터가 의사 선생님께 물어서 잘 알려줬어요.ʼʼ (러시아 환자 O)

ʻʻ...한국에 계신 선생님이 수술 실력이 더 뛰어날 것 같

아서 한국으로 왔어요. 또 병원이 시설도 최신식이고, 이

용하기도 편하고 쾌적했어요.ʼʼ (중국 환자 P)

ʻʻ멀리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진료 시간이 너무 짧았어

요. 충분한 소통을 의사 선생님과 하지 못해서 아쉬웠어

요.ʼʼ (카자흐스탄 환자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