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저희공사는 2008년에 아시아 지역 의료관광 경험자 및 의향자와 국

내외 의료관광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분석하여 한국 의

료관광 시장의 잠재력과 불만요인, 활성화 요인을 찾아내고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의료관광 마

케팅 조사,‘08년 12월 발간). 

  이러한 기초 설문 분석에 근거하여, 공사는 2009년에 타깃시장에 적

합한 상품개발 및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홍보설명회와 해외 여

행업자 및 전문 에이전트 초청 팸투어, 대규모 국제 의료관광 컨퍼런

스를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광고활동과 소비

자 대상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08년도 의료관광 의향자 중심의 마케팅조사에 뒤이은 이번 <2009년 

의료관광 경험자 만족도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실제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경험한 544명의 외국인 의료관광

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며, 정보획득 경로 ․ 동반자 유형 ․ 관광활

동 유형 등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도 함께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발전전략도 제언하였습니다.

  이번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도움을 주신 청심국제병원, 아름다운나

라피부과성형외과, 자생한방병원, 세종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좋은강안

병원, ABC성형외과, 오동당한의원, 인하대학교부속병원, 경희대동서신

의학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우리들병원, 서울대학교강

남센터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분석 자료가 한국 의료관광 홍보마케팅을 위한 노력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길 바라며, 국내 의료기관의 수용여건 개선 및 보다 나은 수준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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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사 개요

 

제1절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의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의 발  가능성

의료 은 의료서비스와 휴양, , 문화 등 활동이 결합된 복합 산업의 형

태로써 21c 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일반 에 비하여 객의 

체류시간이 길고, 지출액 규모도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임

재 아시아 국가들  한국의 의료과학은 매우 높은 수 에 있으나 의료  

유치실 은 태국, 싱가포르, 말 이시아, 필리핀, 인도 등의 국가들에 비해 뒤처

지고 있음

하지만 품질 비 렴한 가격경쟁력과 자연환경, 휴양 여건, 편의시설 등 의료

지로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향후 발  가능성은 매우 큼

출처 : 한국경제인 연합회 CEO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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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목적

우리나라 의료 의 붐조성을 한 객  자료 확보

의료 에 한 유율을 높이고 이에 한 지속 인 심을 갖기 하여 의

료  참가자들의 인지  만족도 등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사·분석함으로

써 앞으로 의료 붐 조성과 객유치를 한 객 인 자료로 이용하고자 함

이러한 조사 목 을 한 세부 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의료  참가자들의 참가 목   참여 로그램 분석

▹의료  참가자들의 참여경로  동반자 유형

▹의료  참가자들의 의료서비스  서비스 만족도 분석

▹의료  참가자들의 재방문  추천 의도

참가 목적 및 참여 프로그램 분석 ➭ 의료관광 참가자들의 니즈 파악 

참여경로 및 동반자 유형 ➭ 의료관광 참가자 유형별 타게팅 

의료서비스 및 관광서비스 만족도 분석 ➭ 의료관광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재방문 및 추천의도 ➭ 향후 의료관광 서비스의 가능성 평가

- 2 -



제2  조사결과

 

2. 조사 설계

본 조사는 정량  조사방법을 이용하 으며, 조사의 설계는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조사 방법 ∙ 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조사 대상 ∙ 의료관광 참가자

조사 지역 ∙ 의료관광 해당병원 (*관광공사 지정)

유효 표본 ∙ 544명

진행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방법

표본 추출 방법

∙ 의료관광 인바운드 참가객 국가별 비례 할당

∙ 조사기관 샘플링 시스템에 의한 조사

∙ 관광공사 지정된 의료관광 기관 지점별 추출

조사 기간 ∙ 2009년 7월 ~12월 

주요 조사 내용

∙ 방문 주요 목적 및 동기

∙ 의료관광 정보획득 소스와 경로

∙ 의료관광 주요 정보 획득 기관

∙ 한국방문전 의료관광 활동 참여 계획 설립 여부

∙ 의료서비스 외 한국에서 참여한 관광활동 종류

∙ 한국 의료관광서비스 및 관광서비스 만족도

∙ 의료관광과 관련한 행동의도

∙ 향후 의료관광목적의 재방문시 참여 의료서비스 항목 

참가 병원은 총 21개 국에 있는 병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체 으로 1000개

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한 병원 당 약27개씩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으로 

544개의 설문지를 회수하 음

회수율이 은 이유는 설문지에  련한 문항도 있기 때문에 증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받기가 어려웠으며, 건강검진의 시간이 짧아 

작성의 어려움과 내시경 환자의 경우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설문을 작성하기 

어려움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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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사결과

 

제2절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국 별 응답자 수는 일본이 375명(69.4%)으로 가장 높았으며, 러시아 64명

(11.9%), 미국 36명(6.7%) 순의 사례 수를 나타내고 있음

성별에 따른 응답자 수는 여성이 367명(73.0%)로 남성 응답자 수 136명(27.0%)

보다 약 2.7배 높음

연령별 응답자 수는 40  106명(21.4%), 50  105명(21.2%), 20  103명(20.8%)

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학력별 응답자 수는 4년제 학 이상이 219명(49.3%)로 가장 높음

소득별 응답자 수는 1501∼3000$가 111명(33.0%), 1500$이하가 90명(26.8%)로, 

59.8%의 응답자가 3000$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방문기간에 따른 응답자 수는 1달∼3달 미만이 239명(44.8%)으로 가장 높았으

며, 6∼10일이 141명(26.4%)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방문 총 횟수별 응답자 수는 1∼5회가 161명(33.1%)으로 가장 높았으며, 16∼20

회가 132명(27.2%)의 높은 비율을 보임

의료서비스 목  방문 횟수는 1∼2회가 262명(62.7%)으로 가장 높음

총 여행경비에 따른 응답자 수는 501∼1000$가 135명(36.1%)으로 가장 높았으

며, 의료서비스 여행경비에 따른 응답자 수는 500$이하가 133명(36.7%)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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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개) %

국적

일본 375 69.4

러시아 64 11.9

미국 36 6.7

중국 22 4.1

캐나다 9 1.7

한국 8 1.5

이집트 5 0.9

영국 4 0.7

카자흐스탄 3 0.6

기타 14 2.6

성별
여자 367 73.0

남자 136 27.0

연령

10대 이하 10 2.0

20대 103 20.8

30대 95 19.2

40대 106 21.4

50대 105 21.2

60대 48 9.7

70대 이상 29 5.8

학력

전문대 이하 190 42.8

4년제 대학 이상 219 49.3

대학원 이상 35 7.9

소득

1500$ 이상 90 26.8

1501~3000$ 111 33.0

3001~4500$ 64 19.0

4501~6000$ 35 10.4

6001~7500$ 14 4.2

7501$ 이상 22 6.5

구분 사례수(개) %

방문기간 변경

1~5일 15 2.8

6~10일 141 26.4

11~30일 46 8.6

1달~3달 미만 239 44.8

3달~1년 미만 91 17.0

1년 이상 2 0.4

방문 총 횟수

1~5회 161 33.1

6~10회 60 12.3

11~15회 47 9.7

16~20회 132 27.2

21~30회 84 17.3

31회 이상 2 0.4

의료서비스

목적방문횟수

0회 109 26.1

1~2회 262 62.7

3~4회 27 6.5

5~6회 8 1.9

7회 이상 12 2.9

총여행경비

500$ 이하 49 13.1

501~1000$ 135 36.1

1001~2000$ 78 20.9

2001~5000$ 62 16.6

5001$ 이상 50 13.4

의료서비스

여행경비

500$ 이하 133 36.7

501~1000$ 92 25.4

1001~2000$ 51 14.1

2001~5000$ 42 11.6

5001$ 이상 4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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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사결과

 

2. 주요 조사 결과

1) 한국 방문 주요 목적

의료서비스와 활동 둘 다 방문목 으로 하는 비율 36.2%로 가장 높음

방문목 으로 의료서비스와 활동 목  둘 다 심이 36.2%로 가장 높았으

며, 활동 주목 이 32.5%, 의료서비스 주목 이 31.3%로 나타났음

(%) (N=533)

31.3

32.5

36.2

의료서비스 주목적 관광활동이 주목적 둘 다 관심
(의료서비스, 관광활동)

가장 많은 사례 수를 가진 일본의 경우 의료서비스 주목 (28.6%), 활동 주

목 (35.7%), 의료서비스와 활동 모두 심(35.7%)로 균등한 비율을 보임

의료서비스 주목  방문 비율이 러시아는 44.4%, 국은 54.5%로 의료서비스에 

한 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남자의 의료서비스 주목  방문 비율이 44.7%로 여자(26.8%)보다 약 1.7배의 

높은 비율을 보임

50 와 60 의 의료서비스 주목  방문 비율이 39.2%와 41.7%로 활동 주

목  방문 비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의 의료서비스 주목  방문 비율은 14.7%로 

한국 방문이 의료서비스만을 주목 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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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한국 방문 주목 을 살펴보면 1500$이하가 44.9%, 7501$이상이 47.6%

의 비율로 의료서비스를 방문 주목 으로 하고, 이에 비하여 1501∼3000$가 

43.0%, 6001∼7500$가 42.9%의 비율로 활동이 방문 주목 임

(단위:%) 사례수
의료서비스

주목적

관광활동이

주목적

둘 다 관심

(의료서비스 및 관광활동)

국적

전체 529 31.4 32.7 35.9

일본 370 28.6 35.7 35.7

중국 22 54.5 22.7 22.7

미국 33 21.2 39.4 39.4

러시아 63 42.9 12.7 44.4

한국 8 37.5 - 62.5

캐나다 9 33.3 44.4 22.2

이집트 5 20.0 40.0 40.0

영국 3 33.3 66.7 -

카자흐스탄 3 100.0 - -

기타 13 23.1 53.8 23.1

성별

전체 494 31.6 33.2 35.2

남자 132 44.7 22.7 32.6

여자 362 26.8 37.0 36.2

연령

전체 488 31.8 32.0 36.3

10대이하 10 40.0 30.0 30.0

20대 102 21.6 41.2 37.3

30대 95 25.3 29.5 45.3

40대 106 34.9 31.1 34.0

50대 102 39.2 27.5 33.3

60대 48 41.7 27.1 31.3

70대이상 25 32.0 36.0 32.0

학력

전체 437 31.4 32.3 36.4

전문대이하 189 33.3 35.4 31.2

4년제대학이상 214 32.2 30.4 37.4

대학원이상 34 14.7 26.5 58.8

소득

전체 330 29.1 30.9 40.0

1500$이상 89 44.9 25.8 29.2

1501~3000$ 107 15.0 43.0 42.1

3001~4500$ 64 23.4 25.0 51.6

4501~6000$ 35 34.3 20.0 45.7

6001~7500$ 14 21.4 42.9 35.7

7501$이상 21 47.6 19.0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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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사결과

 

2) 주목적별 구체적 방문동기

(1)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주목 으로 하는 주 방문동기‘건강검진’,‘한방과 진료’, 

‘피부과 진료’의 비율이 비교  높음

의료서비스 주목  방문자들의 구체  방문 동기  건강 검진이 17.8%로 높은 

비율을 보임

이에 비하여 산부인과(3.1%), 치과진료(2.2%), 안과진료(1.0%)로 낮은 비율을 

보임

(단위 : %) (중복응답)

10.1

5.0

12.0

2.2

1.0

13.9

17.8

8.9

3.1

4.6

21.4

0.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스킨, 두피, 바디 케어/미용

성형외과(비만, 주름 포함)

피부과 진료(스킨케어 포함)

치과 진료

안과 진료

한방과 진료

건강 검진

정형/신경외과(척추 치료 포함)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외과계 수술치료

기타 분야 치료 목적

일본의 구체  방문 동기는 피부과 진료 16.2%, 한방과 진료 15.5%, 스킨, 두

피, 바디 어/미용 14.4%의 비율을 보임

러시아 37.5%, 캐나다 40.0%로 구체  방문 동기  건강검진이 높은 비율을 

보임

남자의 구체  방문 동기는 26.7%가 건강검진인 것으로 나타나며, 여자의 구체

 방문 동기는 피부과 진료 15.8%, 건강검진 14.7%, 한방과 진료 14.3%의 순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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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하 28.6%, 20  17.2%, 30  20.3%로 피부과 진료가 구체  방문 동기 

 높은 비율을 보임

40  16.1%, 50  19.1%, 60  23.8%, 70  이상 33.3%로 건강검진이 구체  

방문 동기  높은 비율을 보임

소득이 1501∼3000$인 응답자의 구체  방문 동기는 건강검진이 2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소득이 3001∼4500$인 응답자의 구체  방문 동기는 스킨, 두피, 바디 어/미용

과 건강검진이 2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소득이 4501∼6000$인 응답자  30.3%, 6001∼7500$인 응답자  30.0%의 구

체  방문 동기가 한방과 진료로 나타남

소득이 7501$이상인 응답자의 구체  방문 동기는 정형/신경외과가 31.8%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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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례수

스킨, 
두피, 

바디케
어/미용

성형
외과

피부과 
진료

치과
진료

안과
진료

한방과 
진료

건강
검진

정형/
신경
외과

산부
인과

흉부
외과 등 
외과계

수술치료

기타
분야
치료
목적

국적

전체 409 42 21 50 8 4 55 73 37 13 18 88

일본 18 14.4 5.2 16.2 0.7 0.4 15.5 10.7 9.6 3.7 0.4 23.2

중국 18 5.6 16.7 16.7 - - 5.6 11.1 - - 11.1 33.3

미국 26 - - 3.8 3.8 7.7 23.1 23.1 7.7 11.5 7.7 11.5

러시아 64 3.1 1.6 1.6 4.7 1.6 3.1 37.5 12.5 - 15.6 18.8

한국 9 - 33.3 - 11.1 - - 44.4 - - - 11.1

캐나다 5 - - 20.0 - - 20.0 40.0 - - 20.0 -

이집트 4 - - - 25.0 - 25.0 25.0 - - - 25.0

영국 1 - - - - - - 100.0 - - - -

카자흐스탄 3 - - - - - - - 33.3 - 66.7 -

기타 8 - - - - 12.5 62.5 - - 2 -

성별

전체 385 37 21 48 9 4 54 71 35 11 19 76

남자 120 1.7 2.5 5.0 2.5 0.8 13.3 26.7 19.2 - 9.2 19.2

여자 265 13.2 6.8 15.8 2.3 1.1 14.3 14.7 4.5 4.2 3.0 20.0

연령

전체 383 38 21 49 8 4 51 66 34 12 19 81

10대 이하 7 - 14.3 28.6 - - 14.3 - - - - 42.9

20대 64 9.4 12.5 17.2 - 1.6 7.8 9.4 1.6 7.8 7.8 25.0

30대 79 13.9 2.5 20.3 - - 12.7 17.7 7.6 5.1 5.1 15.2

40대 87 13.8 3.4 11.5 3.4 - 12.6 16.1 12.6 2.3 4.6 19.5

50대 89 7.9 5.6 9.0 4.5 3.4 14.6 19.1 6.7 1.1 4.5 23.6

60대 42 4.8 2.4 2.4 2.4 - 23.8 23.8 16.7 - 2.4 21.4

70대 이상 15 - 6.7 6.7 - - 6.7 33.3 20.0 - 6.7 20.0

학력

전체 344 33 17 44 8 4 44 61 31 10 17 75

전문대 이하 139 10.8 4.3 15.8 0.7 1.4 10.1 13.7 9.4 1.4 2.2 30.2

4년제 대학 이상 173 8.1 5.8 10.4 3.5 1.2 13.3 20.8 9.8 3.5 6.9 16.8

대학원 이상 32 12.5 3.1 12.5 3.1 - 21.9 18.8 3.1 6.3 6.3 12.5

소득

전체 268 31 10 33 7 3 33 53 24 5 12 57

1500$ 이상 79 3.8 1.3 10.1 - - 8.9 12.7 3.8 3.8 8.9 46.8

1501~3000$ 69 15.9 1.4 18.8 1.4 1.4 7.2 24.6 4.3 1.4 2.9 20.3

3001~4500$ 55 21.8 9.1 16.4 3.6 1.8 9.1 21.8 10.9 - 3.6 1.8

4501~6000$ 33 3.0 3.0 3.0 12.1 - 30.3 21.2 15.2 3.0 3.0 6.1

6001~7500$ 10 20.0 10.0 10.0 - - 30.0 20.0 - - - 10.0

7501$ 이상 22 9.1 4.5 4.5 - 4.5 13.6 22.7 31.8 -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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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활동

활동을 주목 으로 하는 주 방문동기는 ‘여가/ 락/휴가’의 비율이 

가장 높음

활동이 주목  응답자들의 구체  방문 동기  여가/ 락/휴가가 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단위 : %) (중복응답)

8.2

44.2

15.2

13.1

19.3

장기요양

여가/위락/휴가

친구/친지 방문

사업/전문활동

기타 관광활동 목적

국 별 활동 주목  응답자  일본 48.2%, 국 60.0%, 러시아 35.0%의 

구체  방문 동기가 여가/ 락/휴가인 것으로 나타남

미국의 경우 활동 주목  응답자  51.6%의 구체  방문 동기가 사업/

문활동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성별 활동 주목  응답자  남자 34.8%, 여자 50.2%의 구체  방문 동기

가 여가/ 락/휴가인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활동 주목  응답자  10  이하 83.3%, 20  49.4%, 30  51.9%, 

40  43.8%, 50  45.1%, 60  33.3%의 구체  방문 동기가 여가/ 락/휴가인 

것으로 나타남

학력별 활동 주목  응답자  문  이하 50.0%, 4년제 학 이상 44.4%, 

학원 이상 36.4%의 구체  방문 동기가 여가/ 락/휴가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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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활동 주목  구체  동기는 여가/ 락/휴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이며, 소득 6001∼7500$인 응답자  구체  방문동기가 여가/ 락/휴가인 비율

이 36.4%, 사업/ 문활동인 비율이 36.4%로 나타남

(단위:%) 사례수 장기요양 여가/위락/휴가 친구/친지 방문 사업/전문활동
기타 관광활동 

목적

국적

전체 385 32 170 57 51 75

일본 272 7.4 48.2 14.3 7.0 23.2

중국 10 - 60.0 - 40.0 -

미국 31 3.2 22.6 12.9 51.6 9.7

러시아 40 27.5 35.0 17.5 15.0 5.0

한국 7 - 42.9 57.1 - -

캐나다 7 - 42.9 14.3 42.9 -

이집트 4 - 25.0 - - 75.0

영국 2 - 50.0 - 50.0 -

카자흐스탄 - - - - - -

기타 12 - 33.3 16.7 16.7 33.3

성별

전체 362 24 168 58 49 63

남자 89 10.1 34.8 18.0 27.0 10.1

여자 273 5.5 50.2 15.4 9.2 19.8

연령

전체 356 28 165 55 47 61

10대이하 6 - 83.3 - - 16.7

20대 85 8.2 49.4 11.8 11.8 18.8

30대 79 3.8 51.9 24.1 15.2 5.1

40대 73 9.6 43.8 12.3 15.1 19.2

50대 71 14.1 45.1 11.3 15.5 14.1

60대 30 3.3 33.3 26.7 10.0 26.7

70대이상 12 - 25.0 8.3 - 66.7

학력

전체 327 29 150 52 48 48

전문대이하 132 9.1 50.0 12.1 9.1 19.7

4년제대학이상 162 9.9 44.4 19.1 16.0 10.5

대학원이상 33 3.0 36.4 15.2 30.3 15.2

소득

전체 254 26 111 43 37 37

1500$이상 55 18.2 29.1 21.8 9.1 21.8

1501~3000$ 96 12.5 43.8 15.6 12.5 15.6

3001~4500$ 51 3.9 58.8 13.7 11.8 11.8

4501~6000$ 26 7.7 46.2 23.1 19.2 3.8

6001~7500$ 11 - 36.4 18.2 36.4 9.1

7501$이상 15 - 46.7 6.7 33.3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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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획득 경로

(1) 1차 정보 획득 경로

의료 에 한 1차 정보 획득경로로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 추천’이 41.2%로 가장 높음

의료 에 한 1차 정보획득 경로는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천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에 비하여 자국 내 홍보  보도를 통한 경로는 3.5%로 가장 낮게 나타남

(단위 : %) (중복응답)

41.2

7.6

17.9

3.5

18.4

5.1

6.3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 추천

방문국가/도시의 
관련자료

여행사, 의료관광 
에이전시 등 관련업체

자국 내 홍보 및 
보도를 통해

인터넷 검색

인쇄매체 홍보물

기타경로

국 별 의료 에 한 1차 정보 획득 경로는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

천이 일본 38.3%, 미국 41.0%, 러시아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성별에 따른 의료 에 한 1차 정보 획득 경로는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

의 추천이 남자 47.2%, 여자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연령별 의료 에 한 1차 정보 획득 경로는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

천이 10  이하 63.6%, 20  36.8%, 30  38.7%, 40  37.3%, 50  42.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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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사결과

 

50.0%, 70  이상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학력별 의료 에 한 1차 정보 획득 경로는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

천이 문  이하 38.7%, 4년제 학 이상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학

원 이상의 경우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천이 28.9%, 인터넷 검색가 

28.9%로 높은 비율을 보임

소득별 의료 에 한 1차 정보 획득 경로는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

천이 1500$이하 48.0%, 3001∼4500$가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소득별 의료 에 한 1차 정보 획득 경로  1501∼3000$는 친구, 친지, 동

료 등 주변의 추천이 27.9%, 여행사, 의료  에이 시 등 련업체가 25.6%

로 높은 비율을 보임

소득별 의료 에 한 1차 정보 획득 경로  4501∼6000$, 6001∼7500$, 

7501$이상은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천과 자국 내 홍보  보도를 통한 

경로가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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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례수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천

방문국가/ 

도시의 관

련자료

여행사, 의료관

광 에이전시 등 

관련업체

자국 내 홍

보 및 보도

를 통해

인터넷

 검색

인쇄매체

홍보물
기타경로

국적

전체 598 245 46 108 21 110 30 38

일본 410 38.3 7.3 20.2 3.2 21.0 4.6 5.4

중국 26 23.1 15.4 7.7 15.4 23.1 11.5 3.8

미국 39 41.0 5.1 5.1 5.1 17.9 12.8 12.8

러시아 81 54.3 8.6 24.7 2.5 4.9 1.2 3.7

한국 8 100.0 - - - - - -

캐나다 7 57.1 - - - 14.3 - 28.6

이집트 5 20.0 20.0 - - - - 60.0

영국 4 50.0 25.0 25.0 - - - -

카자흐스탄 3 66.7 - - - 33.3 - -

기타 15 33.3 6.7 - - 33.3 13.3 13.3

성별

전체 561 235 46 97 19 100 29 35

남자 144 47.2 6.9 12.5 2.8 18.8 4.9 6.9

여자 417 40.0 8.6 18.9 3.6 17.5 5.3 6.0

연령

총계 556 225 44 101 19 106 27 34

10대이하 11 63.6 9.1 9.1 - 9.1 - 9.1

20대 125 36.8 10.4 14.4 5.6 21.6 6.4 4.8

30대 111 38.7 10.8 16.2 4.5 17.1 7.2 5.4

40대 118 37.3 7.6 17.8 2.5 25.4 4.2 5.1

50대 115 42.6 2.6 25.2 1.7 18.3 2.6 7.0

60대 52 50.0 9.6 15.4 1.9 11.5 5.8 5.8

70대이상 24 41.7 4.2 25.0 4.2 8.3 - 16.7

학력

총계 511 213 44 86 18 99 28 23

전문대이하 217 38.7 9.7 18.4 3.7 20.7 3.7 5.1

4년제대학이상 256 46.1 7.8 16.8 3.5 16.8 6.6 2.3

대학원이상 38 28.9 7.9 7.9 2.6 28.9 7.9 15.8

소득

총계 378 143 34 71 16 81 17 16

1500$이상 102 48.0 8.8 20.6 1.0 13.7 3.9 3.9

1501~3000$ 129 27.9 10.9 25.6 7.0 20.9 3.9 3.9

3001~4500$ 69 44.9 7.2 13.0 4.3 20.3 4.3 5.8

4501~6000$ 39 35.9 12.8 10.3 - 33.3 2.6 5.1

6001~7500$ 15 33.3 - 13.3 6.7 33.3 13.3 -

7501$이상 24 33.3 4.2 8.3 8.3 33.3 8.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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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정보 획득 경로

의료 에 한 2차 정보 획득경로로 ‘인터넷 검색’이 28.3%로 가장 높음

의료 에 한 2차 정보획득 경로는 인터넷 검색 28.3%,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천 27.0%로 높은 비율을 보임

의료 에 한 2차 정보획득 경로  자국 내 홍보  보도를 통한 경로는 

2.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단위 : %) (중복응답)

27.0

12.4

20.1

2.6

28.3

4.3

5.3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천

방문국가 / 
도시의 관련자료

여행사, 의료관광
에이전시 등 관련업체

자국 내 홍보
및 보도를 통해

인터넷 검색

인쇄매체 홍보물

기타 경로

국 별 의료 에 한 2차 정보 획득 경로  일본의 경우 인터넷 검색 

29.8%,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천 26.2%의 높은 비율을 보임

국의 경우 방문국가/도시의 련 자료가 2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인터넷 검색 은 18.5%로 상 으로 낮은 비율을 보임

미국의 경우 인터넷 검색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러시아의 경우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천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성별에 따른 의료 에 한 2차 정보 획득 경로는 남자 31.6%, 여자 27.5%가 

인터넷 검색, 남자 30.7%, 여자 25.2%가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천 순으

로 높은 비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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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의료 에 한 2차 정보 획득 경로는 20  37.5%, 30  30.3%가 인터

넷 검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40  27.6%, 50  29.2%, 60  51.3%가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천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학력별 의료 에 한 2차 정보 획득 경로는 문  이하 32.1%가 친구, 친

지, 동료 등 주변의 추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4년제 학 이상 27.4%가 인

터넷 검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에 비하여 학원 이상의 2차 정보 획득 

경로  인터넷 검색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소득별 의료 에 한 2차 정보 획득 경로는 반 으로 인터넷 검색의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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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례수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천

방문국가/ 

도시의 관

련자료

여행사, 의료관

광 에이전시 등 

관련업체

자국 내 홍

보 및 보도

를 통해

인터넷

 검색

인쇄매체

홍보물
기타경로

국적

전체 506 136 63 102 13 143 22 27

일본 363 26.2 11.0 21.5 1.9 29.8 4.1 5.5

중국 27 22.2 29.6 3.7 14.8 18.5 7.4 3.7

미국 20 15.0 5.0 10.0 5.0 55.0 5.0 5.0

러시아 70 38.6 15.7 30.0 - 11.4 1.4 2.9

한국 6 16.7 16.7 - 16.7 33.3 16.7 -

캐나다 5 20.0 20.0 - - 20.0 - 40.0

이집트 1 100.0 - - - - - -

영국 2 - - - - 100.0 - -

카자흐스탄 3 - - - - 100.0 - -

기타 9 22.2 11.1 - - 33.3 22.2 11.1

성별

전체 463 123 63 90 12 132 21 22

남자 114 30.7 12.3 14.9 2.6 31.6 4.4 3.5

여자 349 25.2 14.0 20.9 2.6 27.5 4.6 5.2

연령

총계 475 127 63 95 13 136 19 22

10대이하 8 25.0 12.5 25.0 - 25.0 - 12.5

20대 112 22.3 15.2 14.3 5.4 37.5 3.6 1.8

30대 99 19.2 18.2 20.2 2.0 30.3 4.0 6.1

40대 105 27.6 17.1 21.9 1.9 25.7 3.8 1.9

50대 96 29.2 5.2 27.1 2.1 24.0 4.2 8.3

60대 39 51.3 2.6 10.3 - 23.1 7.7 5.1

70대이상 16 25.0 18.8 25.0 6.3 18.8 - 6.3

학력

총계 438 121 59 85 11 128 17 17

전문대이하 193 32.1 11.4 18.1 2.1 29.0 3.6 3.6

4년제대학이상 219 23.7 16.0 22.4 2.3 27.4 4.6 3.7

대학원이상 26 26.9 7.7 3.8 7.7 46.2 - 7.7

소득

총계 344 85 48 75 9 105 11 11

1500$이상 97 26.8 14.4 22.7 - 28.9 4.1 3.1

1501~3000$ 120 25.0 16.7 24.2 2.5 25.8 2.5 3.3

3001~4500$ 66 22.7 9.1 25.8 4.5 31.8 3.0 3.0

4501~6000$ 30 16.7 16.7 10.0 3.3 43.3 6.7 3.3

6001~7500$ 11 36.4 - 9.1 18.2 36.4 - -

7501$이상 20 25.0 15.0 15.0 - 40.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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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관광 정보 제공 기관

의료  정보제공 기 으로는 ‘의료  련 에이 시’가 46.6%로 

가장 높았음

의료 에 한 정보 제공 기 은 의료  련 에이 시가 46.6%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임

이에 비하여 해외 지 정부기 의 의료 에 한 정보 제공은 1.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단위 : %) (중복응답)

20.5

1.9

22.6

6.3

46.6

2.1

한국 정부기관

해외 현지 
정부기관

한국의 의료기관

자국의 의료기관

의료관광 관련 
에이전시

기타

국 별 의료 에 한 정보 제공 기   일본 49.0%, 러시아 72.5%로 여행

사  에이 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국 34.8%, 한국 60.0%로 자국의 의료

기 이 가장 높게 나타남

성별에 따른 의료 에 한 정보 제공 기 은 남자 39.6%, 여자 48.5%로 여

행사  에이 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연령별 의료 에 한 정보 제공 기 은 60 를 제외한 모든 연령 에서 여

행사  에이 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60 의 경우 한국의 의료기 이 

45.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학력별 의료 에 한 정보 제공 기 은 문  이하 46.3%, 4년제 학 이

상 48.3%가 여행사  에이 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학원 이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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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한국의 정부가 4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소득별 의료 에 한 정보 제공 기 은 6001∼7500$의 58.3%가 한국의 정

부기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7501$이상의 50.0%가 한국의 의료기 으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그 외의 나머지 소득별 의료 에 한 정보 제공 기

은 여행사  에이 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단위:%) 사례수
한국의 

정부기관

자국의 

정부기관

한국의

의료기관

자국의 의료

기관

여행사 및 

에이전시
보험사

국적

전체 425 86 8 97 27 199 8

일본 306 22.9 1.0 22.5 2.6 49.0 2.0

중국 23 13.0 17.4 26.1 34.8 8.7 -

미국 18 27.8 - 27.8 5.6 27.8 11.1

러시아 51 2.0 - 15.7 9.8 72.5 -

한국 5 - - 20.0 60.0 20.0 -

캐나다 4 25.0 - 50.0 - 25.0 -

이집트 1 100.0 - - - - -

영국 4 50.0 25.0 25.0 - - -

카자흐스탄 3 - - 33.3 66.7 - -

기타 10 30.0 - 40.0 - 30.0 -

성별

전체 394 86 8 83 26 182 9

남자 101 22.8 2.0 27.7 6.9 39.6 1.0

여자 293 21.5 2.0 18.8 6.5 48.5 2.7

연령

총계 398 83 8 90 25 184 8

10대이하 6 16.7 - - 16.7 33.3 33.3

20대 85 20.0 2.4 17.6 11.8 47.1 1.2

30대 85 15.3 1.2 21.2 4.7 55.3 2.4

40대 90 24.4 3.3 24.4 3.3 44.4 -

50대 79 21.5 - 21.5 6.3 49.4 1.3

60대 37 24.3 2.7 45.9 2.7 21.6 2.7

70대이상 16 25.0 6.3 6.3 6.3 50.0 6.3

학력

총계 360 76 4 83 23 165 9

전문대이하 162 21.0 2.5 22.2 5.6 46.3 2.5

4년제대학이상 172 18.0 - 23.8 7.0 48.3 2.9

대학원이상 26 42.3 - 23.1 7.7 26.9 -

소득

총계 282 60 4 66 17 128 7

1500$이상 74 10.8 1.4 23.0 9.5 51.4 4.1

1501~3000$ 93 19.4 3.2 20.4 4.3 51.6 1.1

3001~4500$ 51 27.5 - 13.7 7.8 49.0 2.0

4501~6000$ 32 28.1 - 34.4 3.1 34.4 -

6001~7500$ 12 58.3 - 16.7 8.3 16.7 -

7501$이상 20 20.0 - 50.0 - 20.0 10.0

- 21 -



4) 여행 전 의료서비스 계획 여부

의료서비스를 여행  계획한 경우가 72.1%로 계획없이 는 

여행 에 계획한 경우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여행  의료서비스 계획 여부에 한 응답  여행 에 계획한 비율이 72.1%

로 나타남

(단위 : %)

72.1

27.9

여행전에 계획

여행전 계획없이, 
여행중에 알게되어

국 별 여행  의료서비스 계획 여부에 한 응답  일본 73.4%, 국 

73.7%, 러시아 90.5%가 여행  의료서비스를 계획함. 이에 비하여 미국의 경

우 60.0%가 여행  계획 없이, 여행 에 알게 된 것으로 응답함

연령별 여행  의료서비스 계획 여부에 한 응답  부분의 연령 에서 여

행  계획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10 의 경우 여행  계획이 

50%, 여행  알게 된 것이 50%의 비율을 보이고, 70  이상의 경우 여행  

알게 된 것이 60%로 나타남

학력별 여행  의료서비스 계획 여부에 한 응답  학원 이상의 응답자 

 여행  계획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50%, 여행  알게 된 것이 50%의 

비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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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례수 여행전에 계획
여행전 계획없이, 

여행중에 알게 되어 이용함

국적

전체 496 72.2 27.8

일본 342 73.4 26.6

중국 19 73.7 26.3

미국 30 40.0 60.0

러시아 63 90.5 9.5

한국 8 100.0 -

캐나다 9 44.4 55.6

이집트 5 40.0 60.0

영국 4 25.0 75.0

카자흐스탄 3 100.0 -

기타 13 46.2 53.8

성별

전체 466 73.4 26.6

남자 122 74.6 25.4

여자 344 73.0 27.0

연령

총계 462 73.6 26.4

10대이하 10 50.0 50.0

20대 99 68.7 31.3

30대 91 75.8 24.2

40대 98 78.6 21.4

50대 100 82.0 18.0

60대 44 70.5 29.5

70대이상 20 40.0 60.0

학력

총계 421 74.6 25.4

전문대이하 177 76.8 23.2

4년제대학이상 210 76.7 23.3

대학원이상 34 50.0 50.0

소득

총계 318 75.5 24.5

1500$이상 88 77.3 22.7

1501~3000$ 106 73.6 26.4

3001~4500$ 59 78.0 22.0

4501~6000$ 32 71.9 28.1

6001~7500$ 13 69.2 30.8

7501$이상 20 80.0 20.0

- 23 -



5) 의료서비스 이용 시 동반자 유형

재 이용 인 의료서비스 이용시 가족이 37.7%, 본인 혼자 31.9%의 순임

의료서비스 이용 시 동반자 유형은 가족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에 비하여 여행사 직원은 2.1%로 가장 낮게 나타남

(단위 : %)

37.7

31.9

28.2

2.1

가족

본인 혼자

친구/직장동료

여행사 직원

국 별 의료서비스 이용 시 동반자 유형  일본은 본인 혼자가 3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국은 친구/직장동료가 4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그 외 나머지 국 별 의료서비스 이용 시 동반자 유형은 가족이 높게 나타남

성별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시 동반자 유형은 가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연령별 의료서비스 이용 시 동반자 유형은 반 으로 가족이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이며, 40  38.2%가 본인 혼자, 70  이상 40.9%가 친구/직장동료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학력별 의료서비스 이용 시 동반자 유형은 문  이하 40.0%가 본인 혼자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4년제 학 이상과 학원 이상은 가족이 가장 높게 나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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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사결과

 

소득별 의료서비스 이용 시 동반자 유형은 반 으로 가족의 비율이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이며, 1501∼3000$의 응답  본인 혼자가 39.1%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임

(단위:%) 사례수 가족 본인 혼자 친구 / 직장동료 여행사 직원

국적

전체 514 37.5 32.1 28.2 2.1

일본 354 30.2 34.2 32.8 2.8

중국 20 40.0 15.0 45.0 -

미국 34 44.1 44.1 11.8 -

러시아 63 60.3 22.2 15.9 1.6

한국 8 75.0 25.0 - -

캐나다 9 55.6 44.4 - -

이집트 5 - 20.0 80.0 -

영국 4 50.0 50.0 - -

카자흐스탄 3 100.0 - - -

기타 14 64.3 21.4 14.3 -

성별

전체 483 38.9 31.3 28.2 1.7

남자 132 47.0 36.4 15.9 0.8

여자 351 35.9 29.3 32.8 2.0

연령

총계 478 38.1 31.8 27.8 2.3

10대이하 10 80.0 10.0 10.0 -

20대 100 38.0 32.0 28.0 2.0

30대 95 37.9 30.5 29.5 2.1

40대 102 30.4 38.2 28.4 2.9

50대 102 40.2 30.4 26.5 2.9

60대 47 44.7 29.8 23.4 2.1

70대이상 22 31.8 27.3 40.9 -

학력

총계 435 37.5 34.3 26.2 2.1

전문대이하 185 30.3 40.0 28.1 1.6

4년제대학이상 215 43.3 30.2 24.2 2.3

대학원이상 35 40.0 28.6 28.6 2.9

소득

총계 333 36.9 34.8 25.8 2.4

1500$이상 90 40.0 37.8 17.8 4.4

1501~3000$ 110 30.0 39.1 30.9 -

3001~4500$ 63 38.1 23.8 34.9 3.2

4501~6000$ 35 48.6 37.1 11.4 2.9

6001~7500$ 13 38.5 23.1 38.5 -

7501$이상 22 36.4 36.4 22.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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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활동 유형

의료 시 활동 유형으로 쇼핑활동이 21.2%로 가장 높았음

활동 유형은 쇼핑활동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 락/휴가가 

18.6%, 장기요양 는 휴양이 12.1%의 순으로 나타났음

(%) (중복응답)

12.1

18.6

10.7

11.0

5.3

5.0

4.5

3.4

21.2

8.4

장기요양 또는 휴양

여가/위락/휴가

친구 / 친지방문

문화재 관광

축제 / 이벤트 관광

공연관람

테마파크 방문

자연환경/생태관광

쇼핑활동

기타 관광활동

국 별 활동 유형  일본은 쇼핑활동이 2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

며, 국과 러시아는 장기 요양  휴양이 20.6%, 3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성별에 따른 활동 유형  남자는 여가/ 락/휴가가 16.7%로 가장 높게 나

타나고, 여자는 쇼핑활동이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연령별 활동 유형은 반 으로 쇼핑활동이 높게 나타남. 30 의 경우 여

가/ 락/휴가가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70  이상의 경우 여가/ 락/휴가

가 22.2%, 축제/이벤트 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학력별 활동 유형은 반 으로 쇼핑활동이 높게 나타남. 4년제 학 이상

의 경우 여가/ 락/휴가가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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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사결과

 

소득별 활동 유형은 반 으로 쇼핑활동이 높게 나타남. 1501∼3000$와 

6001∼7500$의 경우 여가/ 락/휴가가 각각 20.9%,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사례수

장기

요양 및 

휴양

여가/

위락/

휴가

친구/

친지

방문

문화재 

관광

축제/

이벤트

관광

공연관

람

테마파

크방문

자연

환경/

생태관광

쇼핑

활동

기타 

관광

활동

국적

전체 914 12.1 18.7 10.5 10.8 5.3 5.0 4.5 3.4 21.3 8.3

일본 578 10.6 21.6 8.5 10.0 4.3 5.0 2.9 4.0 24.9 8.1

중국 34 20.6 14.7 5.9 5.9 - 11.8 5.9 11.8 14.7 8.8

미국 100 4.0 15.0 14.0 14.0 12.0 9.0 7.0 2.0 14.0 9.0

러시아 112 32.1 10.7 14.3 9.8 2.7 0.9 9.8 - 17.0 2.7

한국 13 7.7 15.4 53.8 7.7 - - - - 15.4 -

캐나다 22 - 9.1 18.2 22.7 13.6 4.5 4.5 - 9.1 18.2

이집트 13 - 7.7 7.7 - 23.1 - 23.1 - 30.8 7.7

영국 6 - 33.3 - 50.0 - - - - - 16.7

카자흐스탄 3 - - - 33.3 - - - - - 66.7

기타 33 6.1 21.2 9.1 12.1 6.1 6.1 - 6.1 15.2 18.2

성별

전체 860 12.3 19.1 10.7 11.0 5.0 5.1 4.3 3.0 22.1 7.3

남자 233 13.3 16.7 14.6 12.9 5.6 3.9 6.0 2.6 15.9 8.6

여자 627 12.0 19.9 9.3 10.4 4.8 5.6 3.7 3.2 24.4 6.9

연령

총계 842 12.5 19.7 10.6 11.0 4.9 5.0 4.5 3.2 21.6 7.0

10대이하 21 14.3 9.5 14.3 9.5 4.8 - 14.3 - 28.6 4.8

20대 211 15.6 16.6 8.5 11.4 6.6 6.2 5.2 4.7 18.5 6.6

30대 157 8.9 24.8 11.5 10.2 4.5 5.7 3.8 1.9 23.6 5.1

40대 180 10.6 23.9 8.9 10.0 3.3 4.4 2.8 2.8 23.9 9.4

50대 176 14.8 17.0 11.9 11.9 3.4 5.1 5.1 2.3 22.7 5.7

60대 70 11.4 15.7 14.3 14.3 1.4 2.9 4.3 5.7 20.0 10.0

70대이상 27 7.4 22.2 11.1 7.4 22.2 3.7 3.7 3.7 11.1 7.4

학력

총계 792 12.5 19.7 10.7 11.5 4.8 5.3 4.3 3.5 20.6 7.1

전문대이하 295 15.3 21.4 7.8 7.8 4.1 6.8 2.4 4.7 23.4 6.4

4년제대학이상 402 12.2 20.1 12.4 13.4 4.5 4.0 4.5 2.7 18.7 7.5

대학원이상 95 5.3 12.6 12.6 14.7 8.4 6.3 9.5 3.2 20.0 7.4

소득

총계 626 12.1 19.6 10.2 11.8 5.6 5.4 5.0 3.7 20.4 6.1

1500$이상 154 18.8 15.6 11.0 7.1 8.4 4.5 6.5 5.8 19.5 2.6

1501~3000$ 235 10.2 20.9 8.5 14.0 6.8 5.1 5.1 4.3 19.1 6.0

3001~4500$ 103 10.7 25.2 11.7 7.8 2.9 6.8 2.9 1.9 25.2 4.9

4501~6000$ 70 10.0 18.6 11.4 15.7 2.9 7.1 2.9 1.4 20.0 10.0

6001~7500$ 27 - 25.9 11.1 14.8 3.7 7.4 3.7 3.7 18.5 11.1

7501$이상 37 13.5 10.8 10.8 18.9 - 2.7 8.1 - 21.6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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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서비스 평가

이용한 의료서비스에 한 반  만족도는 평  4.20이며, 

‘의료기  직원의 친 도’가 4.45로 가장 높았음

한국에서 이용한 의료서비스에 한 반  만족도는 4.20 으로 정 인 것

으로 나타났음

의료서비스 평가  의료기  직원의 친 도가 4.45 으로 가장 높은 수를 

보이며, 보험혜택은 3.71 으로 가장 낮은 수를 보임

(단위 : 점)

4.07

3.99

4.16

4.10

4.26

4.28

4.33

4.45

3.99

4.13

3.71

3.77

4.20

3.97

의료관련 정보의 
편의성과 신뢰성

의료기관 접근의 용이성

의료서비스 과정의 
편리함

원활한 의사소통

의료진의 전문성

의료진의 신뢰성

의료기관의 시설수준

의료기관 직원의 친절도

의료시스템의 
문화적 이질성

내국인 환자와의 
위화감 문제

의료시기의 적절함

보험혜택

의료관광 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

주 : 평점 1 매우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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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사결과

 

국 별 의료서비스 평가는 반 으로 의료기  직원의 친 도 항목이 높은 

수를 보이지만, 국의 경우 내국인 환자와의 화감 문제가 4.82 으로 가장 

높은 수를 보임

성별에 따른 의료서비스 평가는 남자, 여자 모두 의료기  직원의 친 도 항목

에서 가장 높은 수를 보임

연령별 의료서비스 평가는 반 으로 의료기  직원의 친 도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를 보이지만, 10  이하의 경우와 70  이상의 경우 의료진의 문성

이 가장 높은 수를 보임

학력별 의료서비스 평가는 반 으로 의료기  직원의 친 도 항목이 가장 높

은 수를 보임

소득별 의료서비스 평가는 반 으로 의료기  직원의 친 도 항목이 가장 높

은 수를 보이지만, 7501$이상의 경우 의료진의 신뢰성 항목이 가장 높은 

수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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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국적

P값 .000 .000 .000 .25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73 .025 .000

일본 3.95 3.75 3.97 4.05 4.14 4.18 4.16 4.31 3.80 3.67 3.93 3.71 3.64 4.05

중국 4.52 4.52 4.76 4.53 4.63 4.75 4.59 4.76 4.69 4.82 4.50 4.43 4.22 4.79

미국 4.14 4.40 4.23 4.03 4.28 4.25 4.39 4.46 4.00 4.32 4.33 3.74 4.08 4.29

러시아 4.41 4.45 4.58 4.19 4.52 4.56 4.89 4.86 4.55 4.83 4.61 3.50 4.00 4.54

한국 4.14 3.88 4.38 4.38 4.38 4.25 4.75 4.63 4.29 3.88 3.88 3.67 4.00 4.13

캐나다 4.11 4.33 4.67 4.56 4.56 4.56 4.78 4.78 4.33 4.57 4.67 3.86 3.67 4.56

이집트 4.40 5.00 5.00 4.20 5.00 4.80 5.00 5.00 5.00 4.60 5.00 3.67 4.00 4.75

영국 4.25 4.75 4.75 4.50 5.00 4.75 5.00 5.00 3.67 4.00 5.00 2.67 3.75 4.75

카자흐스탄 4.67 4.67 5.00 4.00 5.00 5.00 5.00 4.67 4.67 5.00 4.67 2.33 3.33 5.00

기타 4.29 4.43 4.57 4.07 4.54 4.36 4.21 4.71 3.86 4.15 4.38 3.64 3.73 4.29

성별

P값 .058 .003 .000 .173 .037 .013 .008 .019 .000 .000 .014 .378 .584 .002

남자 4.22 4.20 4.41 4.21 4.40 4.44 4.48 4.57 4.22 4.25 4.29 3.58 3.73 4.39

여자 4.06 3.94 4.10 4.09 4.24 4.24 4.28 4.41 3.87 3.88 4.07 3.71 3.79 4.14

연령

P값 .106 .140 .329 .588 .101 .454 .133 .207 .516 .384 .078 .174 .207 .444

10대이하 4.10 3.78 4.33 4.22 4.67 4.50 4.50 4.50 4.00 4.11 4.56 4.00 4.00 4.60

20대 4.17 4.17 4.21 4.13 4.37 4.33 4.47 4.55 4.08 4.16 4.29 3.92 3.97 4.27

30대 3.91 3.84 4.10 4.08 4.13 4.18 4.17 4.30 3.84 3.88 3.99 3.54 3.75 4.14

40대 4.16 3.92 4.21 4.22 4.25 4.30 4.33 4.47 4.08 3.90 4.13 3.67 3.76 4.16

50대 3.92 3.97 4.02 3.97 4.20 4.22 4.30 4.40 3.89 3.97 3.96 3.46 3.68 4.12

60대 4.18 4.12 4.33 4.13 4.29 4.36 4.40 4.55 4.03 4.05 4.22 3.64 3.50 4.28

70대이상 4.16 4.11 4.28 4.19 4.60 4.53 4.20 4.50 4.00 3.81 4.12 4.08 3.67 4.19

학력

P값 .137 .000 .000 .705 .097 .525 .056 .081 .334 .002 .056 .614 .173 .004

전문대이하 4.05 3.86 4.03 4.06 4.21 4.27 4.25 4.38 3.91 3.80 4.05 3.71 3.69 4.06

4년제대학이상 4.08 4.04 4.22 4.09 4.30 4.28 4.39 4.49 4.01 4.10 4.20 3.61 3.77 4.29

대학원이상 4.34 4.51 4.60 4.20 4.50 4.43 4.53 4.63 4.13 4.25 4.39 3.81 4.04 4.41

소득

유의확률 .917 .470 .251 .154 .091 .202 .598 .693 .030 .560 .784 .160 .275 .095

1500$이상 4.05 3.90 4.03 3.87 4.10 4.24 4.26 4.38 3.74 3.89 4.12 3.36 3.60 4.02

1501~3000$ 4.05 4.00 4.10 4.14 4.23 4.23 4.37 4.48 3.95 4.00 4.17 3.84 3.84 4.23

3001~4500$ 4.15 4.12 4.15 4.22 4.30 4.30 4.34 4.49 4.07 4.09 4.13 3.81 3.84 4.25

4501~6000$ 4.13 4.18 4.21 4.24 4.35 4.21 4.35 4.38 4.30 4.13 4.23 3.61 3.92 4.33

6001~7500$ 4.08 4.14 4.43 4.21 4.29 4.43 4.14 4.50 3.92 3.71 4.07 3.50 4.09 4.21

7501$이상 4.21 4.05 4.41 4.05 4.63 4.68 4.55 4.62 4.26 4.05 4.42 3.89 3.93 4.50

주 : ① 의료관련 정보의 편의성과 신뢰성 ② 의료기관 접근의 용이성 ③ 의료서비스 과정의 편리함 ④ 원활한 의사

소통 ⑤ 의료진의 전문성 ⑥ 의료진의 신뢰성 ⑦ 의료기관의 시설수준 ⑧ 의료기관 직원의 친절도 ⑨ 의료시스템의 

문화적 이질성 ⑩ 내국인 환자와의 위화감 문제 ⑪ 의료시기의 적절함 ⑫ 보험혜택 ⑬ 의료관광비용 ⑭ 의료서비스

에 대한 전반적 만족

평점 1 매우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좋음

P<0.05이면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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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사결과

 

8) 관광서비스 평가

이용한 서비스에 한 반  만족도는 평  3.98이며, 

‘  련 직원의 친 성’이 4.04로 가장 높았음

한국에서 이용한 서비스에 한 반  만족도는 평  3.98로 평  4 (좋

음)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 평가   련 직원의 친 성 항목이 4.04 으로 가장 높은 

수를 보이며,  련 정보의 편의성과 신뢰성 항목이 3.70 으로 가장 낮은 

수를 보임

반 인 서비스에 한 미흡한 으로 정보의 편의성과 신뢰성, 주변 

자원과의 연계성, 지 교통시설의 근성, 가이드  에이 시의 문성 

등이 나타났음

(단위 : 점)

3.73

3.70

3.79

4.04

3.90

3.75

3.99

4.01

3.98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관광관련 정보의 
편의성과 신뢰성

가이드 및 에이전시의 
전문성

관광 관련 직원의 친절성

관광지 및 관광상품의 
매력성

관광지 교통시설의 접근성

관광경험의 재미성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관광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

주 : 평점 1 매우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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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별 서비스 평가는 일본의 경우  련 정보의 편의성과 신뢰성 항

목이 4.50 으로 가장 높으며, 미국의 경우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항목이 4.10

으로 가장 높은 수를 보임. 한 러시아의 경우  련 직원의 친 성 

항목이 4.50 으로 가장 높은 수를 보임

성별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남자의 경우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항목이 

4.09 으로 가장 높고, 여자의 경우  련 직원의 친 성 항목이 4.04 으

로 가장 높은 수를 보임

연령별 서비스 평가는 반 으로  련 직원의 친 성 항목이 높은 

수를 보이지만, 30 의 경우 경험의 재미성 항목이 가장 높은 수를 보

이며, 50 의 경우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항목이 3.98 , 60 의 경우 련 

정보의 편의성과 신뢰성 항목이 3.79 으로 가장 높은 수를 보임

학력별 서비스 평가는 반 으로 학력이 높아갈 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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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사결과

 

(단위: 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국적

P값 .000 .006 .020 .000 .004 .000 .015 .009 .012

일본 3.64 4.50 3.75 3.92 3.82 3.58 3.98 3.98 3.95

중국 4.56 3.73 4.47 4.65 4.53 4.56 4.56 4.56 4.65

미국 3.68 3.65 3.65 4.00 3.95 3.88 3.75 4.10 3.91

러시아 3.95 3.80 3.96 4.50 4.06 4.33 4.03 4.00 4.05

한국 3.60 3.60 4.00 3.80 3.60 3.83 3.80 4.40 3.80

캐나다 3.60 4.67 3.50 4.20 3.80 3.80 3.60 3.60 3.60

이집트 5.00 4.00 4.67 4.67 4.67 4.67 4.67 5.00 4.67

영국 4.00 3.67 3.00 3.50 4.33 3.67 4.00 3.33 4.00

카자흐스탄 4.00 3.50 3.50 4.50 5.00 4.00 4.50 4.50 4.00

기타 3.60 3.70 3.43 4.14 3.78 3.64 3.44 3.50 3.67

성별

P값 .777 .936 .203 .813 .439 .909 .209 .451 .074

남자 3.71 3.71 3.70 4.02 3.84 3.76 3.89 4.09 3.86

여자 3.74 3.70 3.83 4.04 3.91 3.74 4.01 4.02 4.01

연령

P값 .011 .139 .029 .000 .086 .020 .071 .009 .000

10대이하 4.17 4.00 4.00 4.50 4.13 4.20 4.29 4.38 4.50

20대 3.96 3.88 4.04 4.30 4.09 3.95 4.16 4.25 4.24

30대 3.50 3.56 3.67 3.92 3.76 3.49 3.96 3.94 3.94

40대 3.70 3.64 3.78 3.99 3.80 3.62 3.92 3.88 3.89

50대 3.66 3.59 3.64 3.86 3.84 3.80 3.93 3.98 3.77

60대 3.62 3.79 3.54 3.74 3.76 3.73 3.70 3.72 3.68

70대이상 3.80 3.78 4.00 4.40 4.00 3.78 3.80 4.40 4.18

학력

P값 .052 .010 .450 .026 .106 .001 .458 .196 .125

전문대이하 3.63 3.62 3.77 3.97 3.88 3.53 4.02 4.05 3.95

4년제대학이상 3.71 3.65 3.76 4.02 3.84 3.83 3.94 3.97 3.95

대학원이상 4.04 4.10 4.00 4.42 4.20 4.10 4.10 4.26 4.24

소득

P값 .565 .438 .213 .025 .078 .794 .245 .875 .307

1500$이상 3.66 3.56 3.71 4.01 3.91 3.79 4.04 4.00 3.90

1501~3000$ 3.80 3.74 3.84 4.18 4.00 3.75 3.96 4.04 4.06

3001~4500$ 3.66 3.68 3.67 3.91 3.68 3.68 3.96 3.91 3.88

4501~6000$ 3.63 3.50 3.79 3.90 3.64 3.61 3.77 3.81 3.79

6001~7500$ 3.40 3.92 3.14 3.40 3.54 3.62 3.67 4.00 3.75

7501$이상 3.77 3.54 3.46 4.00 3.81 3.45 3.60 3.91 3.76

주 : 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② 관광관련 정보의 편의성과 신뢰성 ③ 가이드 및 에이전시의 전문성 ④ 관광 

관련 직원의 친절성 ⑤ 관광지 및 관광상품의 매력성 ⑥ 관광지 교통시설의 접근성 ⑦ 관광경험의 재미성(fun in 

the destination) ⑧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family togetherness & enjoyment) ⑨ 관광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

(overall satisfaction on tourism service)

평점 1 매우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좋음

P<0.05이면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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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관광서비스 만족도

한국에서 이용한 의료  만족도는 4.24 , 선택의 성은 4.26 임 

한국에서 이용한 의료 서비스에 한 만족도로 ‘이번 의료 서비스는 

명한 선택이었다’ 는 평균 4.26 , ‘나는 반 으로 이번 의료 에 만족한다’ 

는 평균 4.23 으로 비교  높은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점)

4.26

4.23

이번 의료관광서비스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나는 전반적으로 이번 의
료관광에 만족한다

주 : 평점 1 매우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좋음

국 별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카자흐스탄이 각각 평  5.00( 반  만족도), 

4.67(선택의 성)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이 각각 평  4.60( 반  만족

도), 4.65(선택의 성), 이집트가 5.00( 반  만족도), 4.50(선택의 성)으

로 비교  높게 나타났음

반면에 일본과 미국은 각각 평  4.19( 반  만족도), 4.18(선택의 성)과 

평  4.12( 반  만족도), 3.96(선택의 성)으로 낮게 나타났음

성별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교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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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사결과

 

(단위: 점) 이번 의료관광서비스는 현명한 선택이었다 나는 전반적으로 이번 의료관광에 만족한다

국적

P값 .001 .006

일본 4.19 4.18

중국 4.60 4.65

미국 4.12 3.96

러시아 4.54 4.47

한국 4.17 4.60

캐나다 4.50 4.00

이집트 5.00 4.50

영국 4.00 4.33

카자흐스탄 5.00 4.67

기타 4.13 4.00

성별

P값 .035 .061

남자 4.40 4.36

여자 4.24 4.21

연령

P값 .568 .610

10대이하 4.67 4.63

20대 4.29 4.26

30대 4.20 4.20

40대 4.32 4.30

50대 4.22 4.16

60대 4.20 4.19

70대이상 4.24 4.24

학력

P값 .461 .931

전문대이하 4.22 4.25

4년제대학이상 4.29 4.26

대학원이상 4.38 4.21

소득

P값 .372 .930

1500$이상 4.27 4.25

1501~3000$ 4.20 4.24

3001~4500$ 4.22 4.19

4501~6000$ 4.30 4.21

6001~7500$ 4.18 4.27

7501$이상 4.57 4.38

평점 1 매우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좋음

P<0.05이면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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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료관광서비스 추천

의료 서비스 추천의도 4.18 , 재방문 의도 4.09 , 필요시 선택 여부 4.24

한국에서 이용한 의료 서비스에 한 추천의향으로 의료 서비스 재선택

에 해서는 평  4.24로 높게 나타났으며, 친척이나 친구에서 이번 의료 서

비스 추천에 해서는 평  4.18, 의료 을 목 으로 재방문 의향에는 평  

4.09로 나타났음

(단위 : 점)

4.18

4.09

4.24

친척이나 친구에게 
이번 의료관광서비스를 

추천하겠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

필요할 경우 이번 
의료관광서비스를 
다시 선택하겠다

주 : 평점 1 매우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좋음

국 별 의료 서비스 추천 의도와 필요시 재선택 여부에서 이집트가 가장 높

은 평  5.00으로 나타났으며, 카자흐스탄과 국이 비교  높게 나타났음

반면에 일본과 국은 추천 의도에서 각각 평  4.09, 3.67으로 낮게 나타났으

며, 의료 서비스 재선택 여부에서도 각각 평  4.17, 4.00으로 낮게 나타났음 

학력별 의료 서비스 추천 의도에서는 고학력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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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사결과

 

(단위: 점)
친척이나 친구에게 이번 의료관광

서비스를 추천하겠다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

필요할 경우 이번 의료관광서비스

를 다시 선택하겠다

국적

P값 .000 .053 .023

일본 4.09 4.02 4.17

중국 4.65 4.67 4.67

미국 4.18 4.04 4.23

러시아 4.43 4.17 4.42

한국 4.43 4.50 4.43

캐나다 4.17 4.00 4.17

이집트 5.00 4.80 5.00

영국 3.67 4.00 4.00

카자흐스탄 4.67 4.67 4.67

기타 4.38 4.13 4.25

성별

P값 .121 .603 .466

남자 4.30 4.14 4.30

여자 4.18 4.09 4.24

연령

P값 .165 .086 .396

10대이하 4.56 4.11 4.67

20대 4.32 4.11 4.24

30대 4.05 3.90 4.15

40대 4.24 4.23 4.33

50대 4.18 4.16 4.19

60대 4.13 4.19 4.27

70대이상 4.11 3.67 4.21

학력

P값 .014 .207 .419

전문대이하 4.16 4.13 4.27

4년제대학이상 4.18 4.06 4.24

대학원이상 4.58 4.37 4.43

소득

P값 .368 .031 .269

1500$이상 4.10 3.83 4.18

1501~3000$ 4.18 4.12 4.18

3001~4500$ 4.11 4.08 4.26

4501~6000$ 4.33 4.30 4.39

6001~7500$ 4.17 3.83 4.15

7501$이상 4.45 4.47 4.58

평점 1 매우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좋음

P<0.05이면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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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향후 재방문시 이용 원하는 의료서비스

향후 재방문시 원하는 의료서비스로 ‘한방과 진료’가 17.2%, 

‘스킨, 두피, 바디 어/미용’이 16.8%로 높게 나타났음

향후 한국을 재방문 할 때 이용 원하는 의료서비스로 ‘한방과 진료’ 가 17.2%로 

가장 높았으며, ‘스킨, 두피, 바디, 어/미용’ 이 16.8%로 다음으로 나타났음

(%) (중복응답)

16.8

8.5

13.1

6.9

3.2

17.2

14.1

6.1

3.9

2.8

7.3

스킨,두피,바디
케어/미용

성형외과

피부과 진료

치과 진료

안과 진료

한방과 진료

건강 검진

정형/신경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외과계 수술치료

기타 분야 치료목적

국 별 재방문시 원하는 의료서비스로 국과 한국, 일본은 주로 ‘건강검진’ 과 

‘한방과 진료’가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과 러시아, 이집트 국가들은 ‘건강

검진’, ‘한방과 진료’, ‘치과 진료’가 비교  높게 나타났음

성별로 보면 여자들은 ‘스킨, 두피, 바디 어/미용’, ‘한방과 진료’가 비교  높았

고, 남자들은 ‘한방과 진료’, ‘건강검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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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조사결과

 

연령별로 보면 10~20 에서는 ‘스킨, 두피, 바디 어/미용’ 과 ‘피부과 진료’ 의 비

율이 높았고, 30~40 에서는 ‘스킨, 두피, 바디 어/미용’ 과 ‘한방과 진료’ 의 비율

이 높았으며, 50  이상에서는 ‘한방과 진료’ 와 ‘건강검진’ 의 비율이 높았음

(단위:%) 사례수

스킨, 
두피, 

바디케
어/미용

성형
외과

피부과 
진료

치과
진료

안과
진료

한방과 
진료

건강
검진

정형/
신경
외과

산부
인과

흉부
외과 등 
외과계

수술치료

기타
분야
치료
목적

국적

전체 889 152 76 119 61 27 154 124 52 34 25 65

일본 612 20.6 8.7 17.2 4.2 3.1 17.8 13.1 5.1 3.9 0.8 5.6

중국 25 20.0 16.0 - - 4.0 12.0 16.0 12.0 4.0 8.0 8.0

미국 69 4.3 8.7 2.9 18.8 5.8 21.7 14.5 5.8 2.9 7.2 7.2

러시아 105 12.4 4.8 5.7 7.6 1.9 13.3 19.0 9.5 4.8 7.6 13.3

한국 17 11.8 5.9 17.6 23.5 - 11.8 17.6 - - 5.9 5.9

캐나다 13 15.4 - 15.4 15.4 - 15.4 15.4 - 7.7 - 15.4

이집트 11 - - - 27.3 - 9.1 27.3 18.2 - - 18.2

영국 5 - 20.0 - 20.0 - 40.0 - - - - 20.0

카자흐스탄 8 - 12.5 - 12.5 - 25.0 12.5 12.5 - 25.0 -

기타 24 4.2 20.8 4.2 12.5 4.2 16.7 4.2 4.2 4.2 8.3 16.7

성별

전체 844 148 74 117 61 26 147 117 47 25 22 60

남자 203 8.4 2.5 7.4 9.9 6.9 16.7 21.2 9.9 2.0 4.4 10.8

여자 641 20.4 10.8 15.9 6.4 1.9 17.6 11.5 4.2 3.3 2.0 5.9

연령

전체 835 145 73 117 58 23 145 113 48 31 23 59

10대 이하 20 20.0 5.0 25.0 10.0 5.0 15.0 5.0 - - - 15.0

20대 192 24.0 7.8 16.1 8.3 1.6 11.5 13.0 4.7 5.7 3.6 3.6

30대 177 18.1 10.7 15.3 5.1 3.4 19.8 11.9 5.1 5.1 2.3 3.4

40대 180 17.2 8.9 15.6 5.6 2.8 17.2 11.1 6.1 3.9 2.8 8.9

50대 168 13.7 8.9 11.3 4.8 3.6 20.2 14.9 6.0 1.2 3.6 11.9

60대 72 11.1 8.3 5.6 16.7 2.8 16.7 16.7 11.1 2.8 - 8.3

70대 이상 26 3.8 3.8 11.5 3.8 - 30.8 34.6 3.8 - 3.8 3.8

학력

전체 783 136 69 103 58 24 131 106 47 29 24 56

전문대 이하 323 19.8 8.7 13.9 4.6 4.3 17.0 13.0 5.9 3.4 1.5 7.7

4년제 대학 이상 387 16.8 8.8 12.7 9.0 1.6 17.1 13.2 5.7 4.4 3.9 7.0

대학원 이상 73 9.6 9.6 12.3 11.0 5.5 13.7 17.8 8.2 1.4 5.5 5.5

소득

전체 616 101 53 81 49 18 107 92 35 20 20 40

1500$ 이상 163 12.9 3.7 8.6 4.3 6.1 20.2 17.2 5.5 3.7 5.5 12.3

1501~3000$ 213 18.8 10.3 16.9 8.5 1.4 14.6 13.6 3.3 4.7 2.3 5.6

3001~4500$ 106 20.8 11.3 16.0 5.7 0.9 17.9 14.2 4.7 3.8 0.9 3.8

4501~6000$ 67 14.9 7.5 10.4 13.4 4.5 20.9 11.9 9.0 - 4.5 3.0

6001~7500$ 24 20.8 20.8 12.5 12.5 - 16.7 12.5 - - 4.2 -

7501$ 이상 43 7.0 7.0 9.3 14.0 2.3 14.0 20.9 18.6 - 2.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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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설문 분석 결과

 

제3절
설문 분석 결과

1. 한국 방문 주요 목적

의료  참가자들의 한국 방문 주요 목 으로 ‘의료서비스와 활동 둘 다 

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활동이 주목 ’

인 것이 32.5%로 그 다음이었음

❚의료관광 참가자들이 관광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세부 으로 보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활동을 주목 으로 하는 경우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났음

2. 주목적별 구체적 방문동기

의료  참가자들  의료서비스를 주목 으로 하는 주 방문 동기는 ‘건강 검진’, 

‘한방과 진료’, ‘피부과 진료(스킨 어 포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을 

주목 으로 하는 주 방문동기는 ‘여가/ 락/휴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아직까지 의료관광에 있어 1차적인 간단한 의료시술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의료서비스 전문화가 필요하며, 관광활동에 있어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다양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세부 으로 보면 의료서비스를 주목 으로 할 때 20  이하의 경우 ‘성형외과’, 

‘피부과 진료’가 높게 나타났으며, 30~50 는 ‘ 건강검진’, ‘한방과 진료’ 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났으며, 60  이상에서는 ‘건강검진’, ‘정형/신경외과’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음

활동을 주목 으로 할 때 연령이 낮아질수록 ‘여가/ 락/휴가’의 비율이 높

아지며, 소득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업/ 문활동’의 비율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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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획득 경로

의료  참가자들  1차 정보 획득 경로로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 추천’ 

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차 정보 획득 경로는 ‘인터넷 검색’ 이 

28.3%로 가장 높았고,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천’ 이 27.0%로 그 다음으

로 나타났음

❚의료관광에 있어서 정보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구전에 의한 

마케팅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마케팅에 있어서 의료관광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기 경험자 활용 마케팅으로써 수기와 체험기 등을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홍보한다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의료  정보제공기 으로는 ‘의료  련 에이 시’가 46.6%로 가장 높았으

며, ‘한국의 의료기 ’ 이 22.6%, ‘한국 정부기 ’ 이 20.5%의 순으로 나타나 의

료  련 에이 시에서는 각 의료기 과 정부기 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감을 높이고 신속한 정보를 참가자들이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함

4. 여행 전 의료서비스 계획 여부

의료  참가자들이 여행 에 의료서비스를 계획한 경우는 72.1%로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사  정보가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 정보를 제공함에 있

어서 정확하고 알기 쉽도록 하여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여행 전 계획 없이, 혹은 여행 중에 알게 된 경우도 2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현장에서 의료관광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관광안내소와 

지역의 관광지 안내소 등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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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서비스 이용 시 동반자 유형

의료  참가자들의 동반 유형으로는 가족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 혼자가 31.9%, 친구/직장동료가 28.2%로 본인 혼자 보다는 같이 동반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의료관광에서 의료서비스시에 동반자들을 배려한 동반자의료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광서비스에 있어서도 동반자들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코스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냄

6. 관광활동 유형

의료  참가자들의 활동 유형으로 쇼핑활동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여가/ 락/휴가의 경우도 18.6%로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비교  문

화된 활동인 ‘자연환경/생태 ’ 과 ‘테마 크 방문’ ,‘공연 람’, ‘축제/이벤

트 ’ 의 경우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났음

❚의료관광에 있어서 복잡하거나 새로운 것을 보기 보다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려는 의료관광 참가자들의 욕구를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쇼핑정보제공이나 리조트, 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한 연계가 필요함

세부 으로 국 에 따라서 일본인 참가자들은 쇼핑활동을 선호하고 국과 러

시아는 장기요양  휴양을 선호하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들은 개 여가/

락/휴가의 비율이 높았고 여성들은 쇼핑활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7. 의료서비스 평가

의료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이용한 의료서비스에 한 평가로 체 평 은 

4.11 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  직원의 친 도’ 가 가장 높은 4.45 , ‘의료기

의 시설수 ’ 이 4.33 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보험혜택’ 의 경우 3.71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의료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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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이나 ‘의료시스템의 문화  이질성’ 3.97 도 상 으로 낮게 나타나 보

완이 필요함

❚의료관광에 대한 인프라와 의료기술, 서비스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여 많은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이 방한을 하지만 아직도 소프트웨어나 정책지원의 

경우에는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정책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8. 관광서비스 평가

의료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이용한 서비스 평가로 체 평 은 3.88

으로 의료서비스 4.11 에 비해 비교  낮게 나타났음

서비스 평가  ‘  련 직원의 친 성’은 4.0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4.01 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 련 정보의 편의성과 신뢰성’(3.70 ), ‘주변 자원과의 연계

성’(3.73 ), ‘ 지 교통시설의 근성’(3.75 )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음 

❚의료관광에 있어서 관광정보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으로 가칭 “의료관광자 

대상 정보 유통 과정과 배급 조사(supply chain model)”와 같은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적인 관광자원과의 연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9. 의료관광서비스 만족도

의료  참가자들의 ‘ 반 인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평  4,23 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 서비스에 한 선택의 성’은 평  4.26 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의료 서비스에 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국적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이집트,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높은 반면, 일본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나라별 참가자들의 특성에 맞는 

의료관광서비스의 차별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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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료관광서비스 추천

의료  참가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한 추천의도로 평  4.18 , 재방문 

의도로 평  4.09 , 필요시 선택 여부에 평  4.24 으로 나타났음

❚전체적인 추천의향에 있어서 긍정적인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재방문으로 이어지게 해야 하며, 특히 ‘친적이나 친구에게 이번 

의료관광서비스를 추천하겠다’ 의 의견이 4.18점으로 높게 나타나 

구전효과와 더불어 앞으로의 의료관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1. 향후 재방문시 이용 원하는 서비스

의료  참가자들이 향후 재방문 시 이용 원하는 서비스로 ‘한방과 진료’ 가 

17.2%로 가장 높았고 ‘스킨, 두피, 바디 어, 미용’이 16.8%, ‘건강검진’ 14.1%, 

‘피부과 진료’ 13.1%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체 의료서비스 중 비교적 간단한 치료를 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과 한국, 일본은 주로 ‘건강검진’과 ‘한방과 진료’, 미국과 

러시아, 이집트 국가들은 ‘건강검진’, ‘한방과 진료’, ‘치과 진료’ 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 보면 여자들은 ‘스킨, 두피, 바디케어, 

미용’, ‘한방과 진료’가 비교적 높았고, 남자들은 ‘한방과 진료’, 

‘건강검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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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의료  발 략

 

제4절
의료관광 발전전략

1. 상품전략 - 의료관광 상품 구성

1-1. 의료  참가자와 동반자 유형별 함께 할 수 있는 의료  로

그램 구성

❚필요성

의료  로그램의 주 상은 치료와 의료서비스를 받는 참가자들이지만 

부분의 경우 의료  참가자와 함께 가족 단 의 동반자가 의료 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를 한  로그램이 있어야 함(p23, 5) 의료서비스의 동반

자 유형 참고)

싱가포르의 경우 환자가족까지 동반하여 휴식 할 수 있는 고 형 의료 상품

을 선보이고 있음

❚추진방안

의료  참가자와 동반자  가족단  객들의 ·문화  욕구 악  

호텔, 리조트 등 연계 로그램 황 악

의료  참가자들  동반자 들을 한 로그램 구성  실행 계획 수립

❚사업추진주체

구 분
문화체육

부

한국

공사

력기

(공공)

력 기

(민간)

동반자 참여 

의료 로그램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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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  거  병원별 특화형 로그램 개발과 ‘의료와 

동기’를 포 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

❚필요성

지역 거 별 의료  휴양단지는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해 차별화 되고 특

화된 시설  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의료  참여자들의 동기로 인한 참여목  비율이 높음(p6, 6) 한국방문 

주요목  참고)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진료과목   로그램을 심으로 지역 실정과 특

성이 반 된 테마형의 의료  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추진방안

지역 거 별 의료  지정 병원에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체험형, 자연교

육형, 역사인물형 등의 목  의료  로그램 개발

개발된 의료  로그램이 각 지역별로 겹치지 않도록 정부부처 등에서 의 

 조정 후 실시

우수 의료  로그램의 경우 개발 지자체 혹은 의료기 에 각종 인센티  

부여

❚사업추진주체

구 분
문화체육

부

한국

공사

력기

(공공)

력 기

(민간)

특화 로그램 

개발  실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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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와 한방 통치료, 각종 테라피와 결합한 형태의 다양한 

의료  콘텐츠 창출 

❚필요성

기존 스킨 어, 건강검진, 경증 진료 주에서 벗어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료  로그램 개발 필요(p8, 2) 주목 별 구체  방문동기 참고)

최근 서양인들의 동양사상에 한 심증 에 따른 한방 련 통치료와 결합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의료  붐 조성 필요

❚추진방안

서양인들이 심을 가지고 있는 한방치료를 가미한 의료  로그램  련 

콘텐츠 개발 

▹아산온천 , 산인삼축제, 약령한약거리, 인사동문화거리 등 한국 통문화

와 련된 콘텐츠와 연계

의료와 한방치료, 각종 테라피와 결합한 형태의 복합형 로그램 구성

❚사업추진주체

구 분
문화체육

부

한국

공사

력기

(공공)

력 기

(민간)

한방과 결합한 

의료  로그램 

 콘텐츠 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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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전략 - 의료관광 상품 가격

2-1. 의료기 별 의료  서비스 표 화  가격 투명성 제고

❚필요성

의료기 (병원, 한의원 등), 에이 시(여행사 등) 등 각기 다른 의료  운 기

의 의료 객에 한 효율  서비스 제공을 한 서비스 표 화에 한 문

서화 필요(p27, 7) 의료서비스 평가 참고) 

의료기 별 서비스의 질은 비슷함에도 비용의 격차에 따른 소 의료기 과 

형 의료기 과의 표 화된 서비스와 가격 제공 필요

❚추진방안

서비스 매뉴얼은 의료기 , 에이 시 등 의료 객을 응 하는 기 별로 구분

하여 제작이 필요함

에이 시에 한 서비스 매뉴얼은 상담, 비자 발 , 항공권 약, 공항 입국 수

속, 병원까지 환자 어 등 로세스별  발생하는 서비스 부문을 문서화하여 

기록하고 서비스에 따른 가격을 표 화하여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함

❚사업추진주체

구 분
문화체육

부

한국

공사

력기

(공공)

력 기

(민간)

의료  서비스 

매뉴얼 제작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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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전략 -의료관광 상품 마케팅

3-1. 해외 네트워크 구축  차별화된 마  계획 수립

❚필요성

지속 인 의료 객 유치 확 를 해서 세계유명 여행사  에이 시 등과의 

력체계 강화 필요(p19, (3) 의료  정보제공 기  참고)

우리나라의 의료  로그램에 한 국제 인 신뢰도와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기 때문에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진 인 발 을 한 계획 수립 필요

재의 일본, 국, 러시아와 같은 근 국가의 의료 객들을 한 간단한 의

료서비스에서 미주, 유럽쪽 의료 객들의 문  의료서비스 욕구에 한 차

별화된 마  계획 수립 필요

❚추진방안

세계 유명 여행사  에이 시(병원서비스 마  업체)를 심으로 이들 업체

가 자체 으로 우리나라 의료 을 홍보하고 의료  송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해외 의료기 , 의학연구소, 의과 학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의료

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함

나라별 의료 객 성향을 악하여 성향별 의료서비스에 맞는 마  계획을 

수립을 통한 의료 객 모집

❚사업추진주체

구 분
문화체육

부

한국

공사

력기

(공공)

력기

(민간)

해외 네트워크 

구축  차별화된 

마  계획 수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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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블로그와 카페(국내), 트 터(외국)를 통한 커뮤니티 홍보  지원

❚필요성

의료  참가자들의 정보획득에 있어 구 과 블로그와 카페를 통한 비 이 크

기 때문에 이를 통한 홍보가 필요함(p13, 3) 정보획득 경로 참고)

외국인들의 경우 포털사이트나 블로그 보다는 트 터와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한 홍보와 계획수

립이 필요함

❚추진방안

국내 포털 사이트내 의료 과 련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포털형 블로그

와 카페의 개설과 리

국외 트 터와 포털사이트에 홍보를 한 의료  커뮤니티 동호인들을 모집

하고 이를 한 지원과 리 방안 마련

❚사업추진주체

구 분
문화체육

부

한국

공사

력기

(공공)

력 기

(민간)

의료  커뮤니티 

사이트 개설  

홍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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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의료  다국어 안내체계 시스템 구축  의료 서비스 문가 

양성

❚필요성

국내 의료 에 한 정보가 부족한 해외 의료 객들에게 입출국 차부터 

의료기  정보제공, 의료 코디네이터  에이 시, 의료 상품 제공까지의 안

내를 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p27, 7) 의료서비스 평가 참고)

의료  련 국제의료서비스에 한 교육기 의 문가 양성지원을 통해 의

료  운   로그램 개발에 요구되는 인  요소를 공 이 필요함

의료 서비스 아카데미와 같은 의료 련 업체 상 문 교육기 을 설

립하여 문인력을 양성하고 표 화된 인력의 지속 인 제공이 필요함

❚추진방안

의료 에 한 안내체계로 오 라인은 의료 안내지원센터 구축과 온라인

은 웹사이트를 통한 다국어 안내 웹사이트 구축

의료   의료 업체를 상으로 하는 의료  문 교육 로그램 제공 

 의료  교육시행이 가능한 문교육기  선정  지원

❚사업추진주체

구 분
문화체육

부

한국

공사

력기

(공공)

력 기

(민간)

의료  안내체계 

시스템 구축  

의료 서비스 

문가 양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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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소 및 서비스 전략 - 의료관광 장소 및 서비스 

4-1. 의료 객을 한 휴양형 숙박단지 조성  쇼핑․편의시설 마련

❚필요성

의료 객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증환자를 한 주요 거 별 의료  휴

양단지를 조성하고 간병인과 환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쇼핑․편의시설을 입

하여 증가하는 외국인 의료 객의 욕구 충족 필요(pp25, 6) 활동 유형 참고)

지역별 의료분야(병원, 의 , 한의 ) 입지 지역의 주변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채우고 환자들의 통근치료와 휴양을 만족시켜  수 있는 시설 조성이 필요함  

❚추진방안

지역 내 의료기 (병원, 한의원, 의 ) 등에 우선 인 개발권을 부여하여 지역

의 강 이 반 된 휴양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입지 선정 결과에 따라 공

공 부문에서 토지 무상 제공 혹은 임 , 기반시설 제공 등 각종 인센티  부여)

기개발에 있어 경증환자  메디컬 스킨 어 등 재 비율이 높은 시장을 

상으로 하는 숙박단지 조성  편의시설을 통해 휴양형 환자 비율을 높이고 

장기 으로는 세부진료별 환자들을 상으로 하는 치료형 환자 비율을 높임

❚사업추진주체

구 분
문화체육

부

한국

공사

력기

(공공)

력 기

(민간)

의료 객을 한 

숙박단지 조성  

쇼핑․편의시설 마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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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료  연계지역 근성 확 를 한 정보제공  시설 지원

❚필요성

의료기 과 지와의 연계 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필요한 교통시설 탑승과 

안내를 한 정보제공  지원 필요(p30, 8) 서비스 평가 참고)

호텔 혹은 지의 의료  로그램 운 시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망

되는 노인  장애인(휠체어) 이용시설에 한 규정이 필요함 

❚추진방안

의료기   지역에 근하는 교통시설을 한 안내표지  제작과 노인  

장애인을 한 편의․이용시설에 한 안내시설 제작

의료기 과 지와 연계하는 교통시설에 근성이 진입할 수 있는 경사로 확

보  장애물 제거 등 노인  장애인의 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인 라를 구

축토록 함 

의료  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지의 경우에도 근성이 일정수 이상

이 확충되어야 함을 연계 지로써 규정할 수 있도록 사 에 명시토록 함

❚사업추진주체

구 분
문화체육

부

한국

공사

력기

(공공)

력 기

(민간)

의료  연계시설 근성 

확 를 한 정보 제공  

시설 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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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의료관광 참가자 만족도 조사 

[요약]

조사 대상 : 전국 21개 병원 544명의 의료관광 체험자

조사 기간 : 2009년 11월 16~12월 15일 (면접조사)

조사 방법 : 면접조사(자기기입식)

조사 결과

1. 한국 방문 주요 목적

의료  참가자들의 한국 방문 주요 목 으로 ‘의료서비스와 활동 둘 다 

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활동이 주목 ’인 

것이 32.5%로 그 다음이었음

2. 주목적별 구체적 방문동기

의료  참가자들  의료서비스를 주목 으로 하는 주 방문 동기는 ‘건강 검진’, 

‘한방과 진료’, ‘피부과 진료(스킨 어 포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을 

주목 으로 하는 주 방문 동기는 ‘여가/ 락/휴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3. 정보 획득 경로

의료  참가자들  1차 정보 획득 경로로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 추천’ 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차 정보 획득 경로는 ‘인터넷 검색’ 이 28.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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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았고, ‘친구, 친지, 동료 등 주변의 추천’ 이 27.0%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

음

4. 여행 전 의료서비스 계획 여부

의료  참가자들이 여행 에 의료서비스를 계획한 경우는 72.1%로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사  정보가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서 정확하고 알기 쉽도록 하여 참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5. 의료서비스 이용 시 동반자 유형

의료  참가자들의 동반 유형으로는 가족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 혼자가 31.9%, 친구/직장동료가 28.2%로 본인 혼자 보다는 같이 동반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6. 관광활동 유형

의료  참가자들의 활동 유형으로 쇼핑활동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여가/ 락/휴가의 경우도 18.6%로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비교  문화

된 활동인 ‘자연환경/생태 ’ 과 ‘테마 크 방문’ ,‘공연 람’, ‘축제/이벤트 

’ 의 경우는 상 으로 낮게 나타났음

7. 의료서비스 평가

의료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이용한 의료서비스에 한 평가로 체 평 은 

4.11 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  직원의 친 도’ 가 가장 높은 4.45 , ‘의료기

의 시설수 ’ 이 4.33 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보험혜택’ 의 경우 3.71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의료  비용’ 

3.77 이나 ‘의료시스템의 문화  이질성’ 3.97 도 상 으로 낮게 나타나 보완

이 필요함

8. 관광서비스 평가

- 58 -



의료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이용한 서비스 평가로 체 평 은 3.88 으

로 의료서비스 4.11 에 비해 비교  낮게 나타났음

서비스 평가  ‘  련 직원의 친 성’은 4.0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4.01 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 련 정보의 편의성과 신뢰성’(3.70 ), ‘주변 자원과의 연계

성’(3.73 ), ‘ 지 교통시설의 근성’(3.75 )은 상 으로 낮게 나타났음 

9. 의료관광서비스 만족도

의료  참가자들의 ‘ 반 인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평  4,23 으로 비교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 서비스에 한 선택의 성’은 평  4.26 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의료 서비스에 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10. 의료관광서비스 추천

의료  참가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한 추천의도로 평  4.18 , 재방문 의

도로 평  4.09 , 필요시 선택 여부에 평  4.24 으로 나타났음

11. 향후 재방문시 이용 원하는 서비스

의료  참가자들이 향후 재방문 시 이용 원하는 서비스로 ‘한방과 진료’ 가 

17.2%로 가장 높았고 ‘스킨, 두피, 바디 어, 미용’이 16.8%, ‘건강검진’ 14.1%, 

‘피부과 진료’ 13.1%의 순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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