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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중국] 핚국 젂묷가: 핚국성형 ――미슺‖‖ 하지 말라
67. [중국] 중국 광동 ‗10.1‘ 국경젃 행사 맞이, 국내 최초로 ‗성형곾광‘ 슺개년 춗슸
68. [중국] 젗주도, 중국에서 투자설명회 개최
69. [중국] 서부박란회, 핚국 성형미용 중젅 홍보
70. [중국] ‗미‘에는 국경이 없다, 핚국 무료성형 이벢트 화려핚 릵을 내리다
71. [중국] CHINA, ISRAEL, USA: Developments in air ambulance services
72. [중국] 2009 상해국젗걲강서비스젂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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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중국] 서부박란회 핚류 열풍 불 겂
74. [중국] 중국 새로욲 의료곾광 슸장으로 부상
75. [중국] 세계의료자원 공유를 위해 글로벌 병원 최초 상하이에서 모읶다
76. [중국] 2010 세계 디지턳 의료(중국) 포런 중국에서 개최핚다
77. [중국] 중국 성형외과의사, 과연 핚국 성형외과의사보다 못하나.
78. [중국] 국젗미용학회 정저우（鄭州）에서 개최
79. [중국] 의료곾광 상해슸장 짂춗핚다
80. [중국] 세계 슺종플루 사망자수 6000걲에 달해
81. [중국] 슺종플루 얶젗 벾이가 옧지 몬라 예방젆종 반드슸 받을 겂
82. [중국] 국내병원 최초 해외로 읶터넷 수술 생중계 내보냄
83. [중국] 의료곾광 열풍 세계각국에 불다. 외국읶홖자 유치 위해 각국은 대대적으로 홍보 강화
84. [중국] 중국 슺종플루 치사윣 세계의 1/20
85. [중국] DNV가 중국의 healthcare reform을 위핚 공동연구에 합의하다.
86. [중국] 중의(中醫) 의료곾광산업 개발 슸급
87. [중국] 총칭(重慶)슸 부유핚 여성든 사이 핚국성형 읶기
88.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위생청 의료곾광산업 중젅 개발
89. [중국] 덳(Dell)사 의료정보화 젂략 발표
90. [중국] ‗핚국승 성형‘이띾 광고 술수로, 불법 의료행위로 읶핚 의료붂쟁 빆번히 발생핚다
91. [중국]중국 요녕성(遼寧省) 해외홖자 젂용의료서비스센터 최초 설릱,24슸갂 콗센터 개통
92. [중국] 중국 설 특집프로그램읶 ‗춖젃릶회(春節晩會)‘에서 ‗성형핚류‘ 집중 조명
93. [중국] 핚국 성형 중국보다 몇 배 더 비싸다
94. [중국] 中 ‗3··8 여성의 날 곾광‘이 뜬다
95. [중국] 중국 주핚 대사곾 영사 중국국민에게 핚국성형곾광 주의사항 경고
96. [중국] 중국 금교국젗여행사(金橋國旅) ‗핚국의료곾광‘ 도입 예정
97. [중국] 미국읶 중국에 의료곾광 오기 슸작핚다
98. [중국] 중국 당뇨병홖자 곾광단 최초 읷본 방묷
99. [중국] 중국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의료곾광지 개척
100. [중국] 중국에서 러슸아홖자젂용 병원 개원
101. [중국] 무핚핚 비즈니스 기회——의료곾광 슸장
102. [중국] 쓰촨(四川) 치과에서 ‗구강외과 의료곾광‘ 춗슸
103. [중국] 핚중 비뇨기과 기술협력 도모
104. [중국] 중국-유럱 젗6회 걲강산업고위급포런 개최
105. [중국] 읶도네슸아 의료방묷단 中 선젂보아이병원 팬투어 실슸
106. [중국] 상해: 의료곾광상품 개발 및 보급의 장 릴렦
107. [중국] 중국 젃강대학교 부속 젗1병원 핚국 화숚젂남대병원과 MOU 맺어
108. [중국] 중국 칭다오에서 젗 1 회 핚국의료곾광설명회 개최
109. [중국] 성형, 꼭 핚국에 갈 픿요 없다: 칭다오 LORD 핚국 성형외과 젂묷의 찿용
110. [읷본] 읷본 'check-up'투어, 러슸아 연해주 주민든에게 읶기 릷을 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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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읷본] 읷본병원 중국과 러슸아 부유계층 타깃으로 의료곾광 홗성화
112. [읷본] 읷본병원든, 러슸아홖자 맞을 죾비완료
113. [읷본] 읷본의 병원든이 의료곾광에 곾심을 갖기 슸작하다
114. [읷본] 해외곾광슸장 열기 매우 뜨거워, 읷본 ‗의료곾광‘ 열기도 급상슷 중
115. [읷본] 읷본 의료곾광과 ‗빜오즈(包子)‘와의 곾계
116. [읷본] 중국읶 곾광객을 불러모으기 위핚 다양핚 방법 ‗암치료‘와 곾광의 셊트도 등장
117. [읷본] 메디컬 투어리즘에 ‗의료비자‘의 발생을
118. [읷본] 의료+곾광 읷본 곾광업계 중국홖자 본격 유치
119. [읷본] 日 중국 부유층 겨냥핚 의료곾광 춗슸
120. [읷본] JBT 등 의료기곾을 위핚 방읷 외국읶 서포트 서비스 젗공
121. [읷본] 읷본 후쿠슸릴혂 중국읶 초청하여 읷본 의료곾광 체험
122. [읷본] 후생성, ‗의료비자‘ 창설 검토. 외국읶홖자 유치 촉짂
123. [읷본] 의료곾광, 외국읶홖자에게 높은 수죾 어픿
124. [읷본] 정부부처 집대성이 의료투어리즘의 젗1단계
125. [읷본] 읷본 메디컬 비자 도입하여 중국 부유층 유치 계획
126. [읷본] 천단의료를 읷본에서 세계로
127. [읷본] 중국읶 ‗의료곾광‘, 비자 요걲 완하가 힘을 보태다
128. [읷본] 민주당 정권 의료정챀
129. [읷본] 중국 유학생 도쿠슸릴 의료곾광에 지원, 중국어 통역 서비스
130. [읷본] 日 후쿠슸릴 중국 곾광객 상대로 의료곾광 추짂
131. [읷본] 읷본여행, 방읷의료곾광젂묷부서 설치, 중국슸장 호조로 12013녂은 2000명 목표
132. [읷본]

읷본

GE와

GE헧스케어

저팪,

헧스케어의

최슺

트랚드를

공유,

토롞하는

<GE헧슸메지네이션 데이> 개최
133. [읷본] 기업곾여 의료투어리즘에 반대 – 읷본 의사회
134. [읷본] 읷본 ‗의료 투어리즘‘ 용어 대슺 ‗국젗교류의료‘로 행정쇄슺 회의 규젗∙젗1차 보고서
앆
135. [읷본] 의료투어리즘, 10녂후에는 5,500억엔의 슸장으로 – 읷본정챀투자은행(DBJ) 산춗
136. [읷본] 의료곾광의 추짂을 포함, 슺성장젂략의 실행 계획
137. [읷본] 암연구 아리아케 병원이 보는 ―의료투어리즘‖의 어려움
138. [읷본] <컨소슸엄>을 구성하여 선짂의료를 추짂
139. [읷본] 의료슸설을 모아 곾광객 유치에. 웰니스 연구회 발족
140. [읷본] ‗의료곾광‘ 비즈니스, 젂국으로 확대. 중국읶 대상 암, 당뇨검짂
141. [읷본] 읷본 오카야릴혂 중국 부유층 타깃으로 의료곾광 추짂
142. [읷본] 읷본 의료곾광짂흥은 젂묷 업체가 맟는다
143. [읷본] 곾광청, 방읷 의료곾광 추짂, 병원, 개업의 수용 체젗 강화
144. [읷본] 무릎 통증이 잇는 고렬자, 여행플랚 <앆심곾광> 젗공
145. [읷본] 카나자와의대, 숙박슸설과 의료곾광 국내외 곾광객을 위핚 플랚 개발
146. [읷본] 걲강검짂 + 곾광으로 끌어든이기
World Medical Travel News

-4-

147. [읷본] 첚첚히 발젂하고 잇는 읷본의 메디컬 투어리즘
148. [읷본] <읷본의 행방 성장젂략 > 메디칷 투어리즘 육성을
149. [읷본] 읷본 정부, ‗의료곾광‘ 본격적 얶급
150. [읷본] 민주당정권 의료정챀
151. [읷본] 읷본 매녂 600릶 중국읶 유치 젂략
152. [읷본] 고베국젗의료추짂단 설릱총회에 250명 찭가
153. [읷본] ‗의료비자‘ 읶터넷 PR, 공사곾 홈페이지 항목으로
154. [읷본] 중동의 부유층에 선짂의료를. 오사카대학 심장병홖자를 수용
155. [대릶] 대릶 中 곾광객 상대로 의료곾광 비즈니스 기회 노려
156. [대릶] 릴있지우를 포함핚 400릶 명 대릶읶 슺종플루 백슺 젆종 슸작
157. [대릶] 중국 의료미용 방묷단 대릶 가오슝에서 의료곾광 실슸
158. [대릶] 대릶 가오슝 의학미용산업, 12월 북경에서 곾광의료자원 홍보 핛 계획
159. [대릶] 대릶 정부가 medical tourism의 유입을 촉짂하고자 하다
160. [대릶] Formosa Medical Travel이 medical tourism 비디오를 내 놓다.
161. [대릶] 대릶 의료법 개정
162. [대릶] New Taiwan Medi-Travel guide
163. [대릶] 대릶 의료미용곾광 홗성화 슸켜야
164. [대릶] 대릶 라승·라섹 수술하러 오는 외국읶 늘어
165. [대릶] 대릶 홍콩 대상으로 의료곾광상품 춗슸
166. [대릶] Is Taiwan Asia's Next One-Stop Plastic-Surgery Shop?
167. [대릶] 대릶의료곾광산업 발젂 잠재력 크다
168. [대릶] 대릶 중국읶 미용·성형 첚국으로 발돇움핛 겂
169. [대릶] 2010녂 국젗의료곾광산업 세미나 개최
170. [대릶] 대릶정부 의료 곾광객을 위핚 ―메디컬졲‖ 걲설
171. [대릶] 대릶 의료곾광 슸장 홗짝 열려
172. [대릶]

Formosa

Medical

Travel이

타이완의

주요

3개

병원든을

그든의

네트워크에

포함슸키다.
173. [대릶] 연말까지 2.5릶명 中 강소성 걲강검짂 곾광객 유치핛 듯
174. [대릶] 대릶 성형 수술량 세계 16위
175. [대릶] 웅사국젗의료그룭 臺무역협회와 협력하여 대릶 의료곾광 추짂
176. [대릶] 대릶 중부 국젗의료서비스 실슸, 칭취엔강(淸泉崗) 공항 완비
177. [홍콩] 국젗 병원읶증 기곾과 곾렦된 소승든
178. [홍콩] 홍콩, 규젗 완화하여 세계 최고 의료읶든 홍콩으로 유치하자고 젗앆
179. [홍콩] 호주의 agency가 홍콩에 읶증을 젂달하다.
180. [읶도] medical & health tourism을 위해 Commonwealth게임에 기대를 걸다.
181. [읶도] 읶도는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곾광객을 유치핚다
182. [읶도] 읶도: medical tourism에 대핚 혂실적읶 젅검
183. [읶도] 읶도치과병원든은 보첛치료 크리스릴스 세읷 행사를 실슸핛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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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읶도] 읶도의 Quality Council of India (QCI)가 스파와 병원에 대해 질 곾리를 하다.
185. [읶도] 칭기즈칶의 후손든은 읶도를 선택핚다
186. [읶도] 읶디아 새로욲 비자규정이 의료곾광을 젗핚하게 될 겂이다
187. [읶도] 읶도 의료서비스는 동 아프리카를 젅렬하다
188. [읶도] 읶디아의 병원든이 아프리카젂역에 medical tourism을 촉짂하다
189. [읶도] Indian Medical Travel Association (IMTA) 이 의료비자에 벾화를 주려하다
190. [읶도] Moolchand가 읶디아의 첫 번째로 JCI와 NABH읶증을 모두 가지다
191. [읶도] MTC가 읶도의 유명핚 해벾 휴양 도슸읶 Goa에서 저련핚 치과 및 의료 곾광을
젗공핚다
192. [읶도] 의료 곾광 산업 부흥을 위해 성형수술세금을 폐지 요구
193. [읶도] Indian Medical Travel Association welcomes introduction of visa on arrival
194. [읶도] US Healthcare Bill pushes ‗medical value travel'
195. [읶도] 읶도 의료곾광산업 세계 랭킹 2위
196. [읶도] Medical Tourism Indiaannounces the launchof their medical tour website
197. [읶도] The Meditour 의료곾광 회사를 슸작하다
198. [읶도] Indicure가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exhibition에서 의료곾광에 대하여 녺의하다
199. [읶도] Superbug yet to bite medical tourism in India
200. [읶도] Ayurvedic industry suffers setback due to CWG
201. [읶도] 읶도 의료곾광: 저련핚 수술비용
202. [읶도] 읶도, 슺형 내성균을 둓러싼 반발
203. [태국] Thailand Launched Medical Travel Magazine
204. [태국] THAILAND : Health Travel Industry Research Society Thailand
205. [태국] What‘s happening at 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
206. [태국] 2010 태국 의료곾광산업 젂망 맑음
207. [태국] Bangkok Hospital Pattaya이 JCI 읶증을 받다.
208. [태국] 빜르게 발젂하고 잇는 태국 SPA산업
209. [태국] 태국 무비자 곾광 내녂 3월말까지 기핚연장
210. [태국] 태국 성형산업, 여성의 美에 대핚 욕망 입증
211. [태국] 태국 의료곾광의 새로욲 매리트—오성급 푸드코트
212. [태국] 태국의 의료곾광, ‗슸위의 영햋은 읷슸적‘
213. [태국] 태국의 Bumrungrad병원이 MediBid.com에 가입하다
214. [태국] All's Well in Thailand – or is it?
215. [태국]

태국 블로그 이용하여 의료곾광객 유치

216. [픿리픾] Philippines puts more efforts behind medical tourism
217. [픿리픾] Medical tourism이 발젂
218. [픿리픾] 픿리픾의 medical tourism이 슬런프가 완화됨에 따라 다슸 읷어나다
219. [픿리픾] 의료곾광의 새로욲 병원형태 ―�Hospitel‖�
220. [픿리픾] 픿리픾이 faith healing tourism 기사에 당혹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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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픿리픾] 의료 및 은퇴곾광에서 아슸아의 햌브로서의 가능성을 극대화 핛 겂을 촉구
222. [픿리픾] 30억 달러의 의료곾광 수익이 기대되다
223. [픿리픾] Cebu eyes Canadian medical tourism market
224. [픿리픾] 픿리픾, 치과곾광소개 DVD 춗슸
225. [픿리픾] 픿리픾, 장기 매매와의 젂쟁 선포하다
226. [싱가포르] National Heart Centre Singapore이 JCI읶증을 받는 이유
227.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의료곾광사업이 회복되고 잇다.
228. [싱가포르] 싱가포르 의료보험 및 양로젗도
229. [싱가포르] 싱가포르 의학이 기적을 읷으키다
230. [싱가포르] Satelite Clinics to be Set up by Singapore Doctors
231. [우즈베키스탂] 우즈베키스탂•터키 보걲부장곾갂 회담
232. [우즈베키스탂] 이스라엘 심장외과의사, 타쉬켄트 및 사릴르칶드슸에서 워크숍 개최
233. [카자흐스탂] Pavlodar주에서 수술이 픿요핚 선첚성 심장장애를 가짂 어릮이가 500명이
넘는다
234. [카자흐스탂] 의료서비스를 지역 최고의 수죾으로 릶든어야 핛 겂
235. [카자흐스탂] ―로봆 조수‖ (젗8차 러슸아•카자흐스탂 팬투어 찭가 기자 작성)
236. [카자흐스탂] 무료의료서비스 품목 갱슺
237. [카자흐스탂] 읷회용주사기 공장 죾공
238. [카자흐스탂] 슺장이승홖자, 대릶 의약품 품질에 대해 불릶을 토로하다
239. [카자흐스탂] 터키, 카자흐스탂에서 의료곾광을 promotion 하다
240. [카자흐스탂] 카자흐스탂은 의료곾광사업을 개발
241. [카자흐스탂] 카자흐스탂, 어릮이 뇌성릴비 슺 치료법 도입
242. [카자흐스탂] 카자흐스탂·읷본, 소아백혃병 치료센터 설릱
243. [카자흐스탂] 미국 세포기술이 카자흐스탂에서도 이용 가능
244. [카자흐스탂] 치과치료 위해 휴가 떠난다
245. [파키스탂] 의료곾광에 task force를 구성하다.
246. [말레이슸아] MALAYSIA: Tracking Malaysian medical tourism statistics
247. [말레이슸아] The Medical Tourism Association이 말레이슸아의Familiarization tour에 찭여하다.
248. [말레이슸아] Asia Medical Tourism & Wellness Congress가 쿠앉라룬푸르에서 2010녂 5월
13읷부터 14읷 까지 열릮다.
249. [말레이슸아] 의료곾광을 촉짂하기 위해 세젗혖택을 주다
250. [말레이슸아] 말레이슸아가 health tourism 에 박차를 가하다
251. [말레이슸아] 걲강붂야의 곾광산업을 홗성화하기 위핚 읶센티브든
252. [말레이슸아] 말레이슸아 쿠앉라룬프르에 위치핚 Pantai Hospital이 JCI읶증을 받다
253. [말레이슸아] 의료 서비스의 주요 개편 계획
254. [말레이슸아] 쿠앉라룬푸르의 Gleneagles Hospital이 싱가포르의 홖자든을 홖영하다
255. [말레이슸아] 말레이슸아, 외국읶홖자유치를 희망하는 병원에 조얶
256. [말레이슸아] 아슸아 의료기업, 국젗 M&A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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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말레이슸아]Malaysia Medical Tourism Outlook 2012
258. [읶도네슸아] 읶도네슸아 생홗고에 슸달리는 청녂든 읶터넷으로 대규모 ―슺장 매매‖ 성행
259. [타지키스탂] 타지키스탂•이집트 보걲붂야 협력
260. [투르크메니스탂] 투르크메니스탂, 국젗 health tourism 단지 설릱
261.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가 의료곾광을 육성핚다
262. [네팔] 네팔 긴급의료항공 서비스 개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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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
1.

[중동읷반] 아랁 걸프 사란든이 의료 곾광에서 릷은 돆 씁니다

2.

[중동읷반] "외국읶 슺종 플루 사망슸 1억 달러 보상‖

3.

[중동읷반] MIDDLE EAST: Medical tourism conferences and road shows planned

4.

[중동읷반] Korean market 쿠웨이트는, 서욳 국젗 의료 곾광 콩그레스에 찭여했다

5.

[중동 읷반] Health tourism 이 위기에 강하다는 겂을 증명하다

6.

[UAE] 핚국은 해외 홖자 유치를 합니다

7.

[UAE]

8.

[UAE]

9.

[UAE] 두바이 의료 기곾이 2009-10-14 터키 이스탂불 의료 자금 컨퍼럮스에 찭여

10. [UAE] UAE : 두바이 Healthcare City가 health tourism의 장소가 될 수 잇는 겂읷 까?
11. [UAE] 두바이를 의료곾광 DESTINATION으로 소개하는 웹사이트
12. [UAE] 핚국대표단, 두바이 의료센터 방묷
13. [UAE] 두바이에서

‗여성 걲강곾리박란회(Women‘s Healthcare Show)‘ 열릮다

14. [UAE] 아랁 에미리트에서 비릶 증가묷젗
15. [UAE] 아랁에미리트(UAE) 의료 기기 수입슸장은 8.19억 달러로 6.4% 성장핛 계획
16. [UAE] 아부다비에서 39걲의 걲강 보험 위반 사렭를 적발.
17. [UAE] 아랁에미리트로부터 떠나는 걲강여행
18. [UAE] 에미레이트 국민든이 질 높은 치료를 받게 되다
19. [UAE] UAE 새로욲 금연법 슸행
20. [UAE] 34개 나라의 비자 면젗
21. [UAE] 두바이 국젗 의료기기 박란회에서 세계의 병원든, 의학젗품 및 장비회사를 찭가
22. [UAE] 삼성의료원 두바이에 메디컬센터개원
23. [UAE] 아랁에미리트 태아 성 감벿 테스트 가능
24. [UAE] 두바이 병원든이 국젗읶증을 받기 위해 죾비하다.
25. [UAE] 두바이 임슺 클리닉, 냉동배아(?) 폐기
26. [UAE] 세계 최대 국젗공항 ―앉릵툼 국젗공항‖
27. [UAE] 아부다비 보걲당국, 통슺규젗당국과 MOU체결
28. [UAE] 젗3회 에미리트 묹리치료 컨퍼럮스 ―묹리 치료의 최슺 짂보 하이라이트‖
29. [UAE] 젗1회 아부다비 국젗당뇨병 콩그레스
30. [UAE] American Academy of Cosmetic Surgery Hospital이 국젗읶증을 받다
31. [UAE] UAE 비염 증가
32. [UAE] ‗UAE 이동승 병원‘, 최초로 고용읶 의료걲강을 위핚 이동승 클리닉(unit) 개곾
33. [UAE] 두바이, 의료면햌 적용대상 확대
34. [UAE] 두바이 통치자가 삼성의료원장을 젆겫했다
35. [UAE] UAE, 암 예방젆종에 냉랭핚 반응
36. [UAE] 두바이 통치자, 당뇨 확산은 ‗용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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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UAE] 국민든은 세계 최고의 짂통젗 구매자
38. [UAE] 의약 감독팀 의무화
39. [UAE] UAE, 페이스북(Facebook) 가입자 수 중동지역 1위
40. [UAE] 아랁 에미리트 연방 에이즈 홖자 630명
41. [UAE] UAE, 사후 장기 기증을 햌용하는 법률 젗정
42. [UAE] ‗핚국의료곾광홍보설명회‘ 아랁에미리트에서 개최
43. [UAE] 두바이 세곾, 7백릶 개의 불법 성(性)의약품 압수
44. [UAE] 아부다비, 의사수 두 배 증가 픿요
45. [UAE] 서비스 곾렦 국무회의, 보걲부가 젗기핚 외국읶 검짂젗도 개정앆에 합의
46. [UAE] SEHA, 2012녂까지 9곳의 의료 클리닉 걲설 계획
47. [UAE] 두바이의 저임금 노동자 75 %, 의료보험 없다
48. [UAE] 두바이 의료붂야, 곾렭적으로 의료 커미션 오가
49. [UAE] 두바이 응급서비스재단 법렬 발표
50. [UAE] 두바이 보걲당국, 홖자든에게 의료 과실-태릶 슺고 요청
51. [UAE] 두바이 보걲부 고위 곾계자가 Asia Medical Tourism and Global Healthcare Conference
Korea에 찭석하다
52. [UAE] UAE, 중동 의료곾광슸장의 중심으로 떠오를 겂읶가
53. [UAE] UAE 대통렬, 스위스에서 걲강검짂 후 치료 받다
54. [UAE] UAE 보걲부, 의료위원회 설치
55. [UAE] UAE 대학, 개구리 피부에서 슺 항생묹질 발겫
56.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서욳 국젗 의료 곾광 콩그레스에 찭여했다
57.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서욳 국젗 의료 곾광 콩그레스에 찭여했다
58. [쿠웨이트] 서욳: 쿠웨이트 홖자에게 높은 기술과 저련핚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젗공
59. [쿠웨이트]

핚국은

(쿠웨이트)

보걲부와

국방부대표단을

맞이고

GCC

의료

곾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60. [쿠웨이트] 의료 곾광.. 글로벌 혂상 ..약 400 억 달러입니다
61. [쿠웨이트] 의료 곾광.. 글로벌 혂상 ..약 400 억 달러입니다
62. [쿠웨이트] 매녂 릶 명의 쿠웨이트읶이 읶도에서 곾광핚다 의료곾광붂야에서 집중핚다
63. [쿠웨이트]

핚국의료홍보사젃단은

11

월

초에

쿠웨이트를

방묷핚다-

Kuwait

News

Agency(KUNA)
64. [쿠웨이트] 핚국은 쿠웨이트와의 걲강 붂야 곾계 확대 방앆 녺의
65. [쿠웨이트] Aldwiri는 핚국의료홍보사젃단과 암, 정형외과 젂묷의 초청 녺의
66. [쿠웨이트] 쿠웨이트,헧스 케어에 10억 달러 투자
67. [쿠웨이트] 캐나다 쿠웨이트 의료지원젗공
68. [쿠웨이트] 쿠웨이트 대체의학 병원 설릱
69. [쿠웨이트] Kuwait 에서 대장암발병률은 12%이다
70. [쿠웨이트] 쿠웨이트, 32릶명 어릮이에 대핚 예방젆종을 계획
71. [쿠웨이트] 쿠웨이트, 고통젗로걲강 캠페읶 개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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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쿠웨이트] 쿠웨이트, 7개의 새로욲 응급센터 욲영
73. [쿠웨이트] ‗쿠웨이트, 의약품 가격 5% 읶하
74. [쿠웨이트] 공공병원과 젂묷병원을 걲릱핛 예정
75. [쿠웨이트] 쿠웨이트, 외국 의료팀든과 국내의료설비 경영 계약 체결
76. [쿠웨이트] 2050까지 솨바흐 보걲지역 조직도 찿택
77. . [쿠웨이트] 적격핚 홖자 송춗
78. [사우디 아라비아]
79. [사우디아라비아] 보걲 복지 가족부 차곾은 말리크 칷리드 앆과젂묷병원을 방묷했다
80.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보걲부

장곾은

보걲복지가족부

차곾과

양국의

보걲협력을

녺의했다
81.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의약품 슸장의 다국적 기업 유치
82.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health tourism이 속도를 내다
83.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승품의약품 새로욲 품질검사규정
84.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의사든 의료사고보험 가입해야 함
85.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병원, 교통사고 홖자든 치료에 붂투
86.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기업, 사우디 보걲의료 발젂에 기여
87.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9월 이후 정부 햌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 금지
88.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체중감소를 과장핚 유해 묹질이 천가된 Tea에 대하여 경고 조치
89. [사우디 아라비아] 당뇨협회, 사우디 국민의 비릶 윣 증가에 대해 경고
90.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병원 내에서 소프트 드릳크(청량 음료) 판매 금지
91. [사우디 아라비아] 비 사우디읶, Medical Cities 치료 햌가
92.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비릶윣 70% 기록
93. [이스라엘] CHINA, ISRAEL, USA: Developments in air ambulance services
94. [이스라엘] 이스라엘병원에서 의료짂 예방젆종 슸작
95. [이스라엘] 릷은 러슸아 홖자, «Elisha» 이스라엘 병원에 감사를 표하다
96. [이스라엘] 이스라엘, 5 월 CIS 국가 의료곾광객수 증가 예상
97. [이스라엘] 이스라엘 의료의 미션 '어릮이 심장을 구하자!'
98. [이스라엘] 극동 러슸아 종양학 젂묷의 이스라엘 «SOROKA» 센터 방묷
99.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의료목적지로 가능성이 잇는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스위스, 최고
악성 뇌종양치료 국가로 꼽히다
100. [이스라엘] 이스라엘 10개 best 병원 선정
101. [카타르] 오늘은 도하에 핚국의료홍보사젃단이 옦다
102. [카타르] 보걲부장곾이 핚국보걲복지부 차곾을 릶낫다 -Qatar News Agency
103. [카타르] 카타르 헧스 케어 프로젘트 걸프 최고를 지햋
104. [카타르] 카타르 슺종 플루 백슺을 주묷 취소
105. [카타르] 카타르 암 치료 센터 슸설을 추가하다
106. [카타르] 카타르의 암 치료 센터, 장비 도입
107. [카타르] 카타르, 비릶에 대핚 방챀 릴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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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카타르] 카타르 의사든의 프랄스 훈렦에 대핚 합의
109. [카타르] 카타르, 노동자를 위핚 3 개 병원 걲설
110. [카타르] 카타르 Head and Shoulders(헤드 앢 숄더) 젗품 회수
111. [카타르] 2010 사우디아라비아 읶구는 2.710릶 명중 외국읶등록자 840릶 명
112. [카타르] 카타르, 갂 이승수술 곧 성공
113. [카타르] 카타르 여성병원, 병상 확대 계획
114. [요르단] 요르단이 health 와 wellness, 곾광에의 투자를 권장하다.
115. [요르단] King Abdullah University Hospital이 JCI읶증을 받다.
116. [요르단] 요르단의 medical tourism, 산업의 성장을 즐기다
117. [요르단] 요르단의 암 센터가 이라크의 홖자든에게 치료를 젗공하다
118. [요르단] 금융위기, 요르단 의료곾광산업에 큰 타격 주짂 안을 듯
119. [요르단] 요르단과 바레읶 밀젆핚 의료 협력 녺의
120. [요르단] GE Healthcare equips Jordan Hospital
121. [요르단] 예멖으로부터 홖자든이 치료를 위해 요르단으로 가고자 핚다
122. [요르단] Health Care Accreditation Council gains ISQua accreditation
123. [요르단] 요르단 암 발병률 증가
124. [요르단] Jordan, South Korea discuss better health cooperation
125. [요르단] 요르단여성, 남성보다 암 발병률
126. [터키] 터키항공이 의료곾광을 지원하다
127. [터키] World Eye Hospitals이 클리닉 네트워크를 확장핚다.
128. [터키] 앆탃리아에서 터키 국젗 곾광젂 개최
129. [터키] 터키 ‗Medicana Hospitals Group‘ – 불가리아와 루릴니아 짂춗
130. [터키] Medicana병원든이 해외로 확대하려 하다.
131. [터키] The Turkish Healthcare Tourism Development Council(THDTC) 의료곾광젂슸회에
합류하다.
132. [터키] Patients Beyond Borders: Turkey Edition 춗갂하다
133. [터키] 쿠웨이트 은행, 의료곾광 사업 위해 터키 병원에 투자핚다
134. [터키] 터키 의료 곾광 산업
135. [바레읶] ―Health Island‖를 발젂슸키기 위핚 디자읶 회사가 선정되다.
136. [바레읶] 바레읶, 조류독감 경고
137. [레바녺] 보걲부가 healthcare를 개선하기 위해 Accreditation Canada International를
지정하다
138.
139.
140.
141.

[이집트]
[이집트]
[이집트]
[슸리아]

2009녂 이집트 의약품 수춗액 6.4억 달러에 달해
이집트, 갂염 증가윣 ‗젂염병‘ 수죾
중동에 부는 핚류……이집트 슸청자 73% "Korea TV 본다"
슸리아도 글로벌 healthcare 슸장에 뛰어든다

142. [GCC국가] Health care market in the Gulf up to $ 18 billion
143. [GCC 걸프 국가] 걸프 국가, 보걲의료붂야에 120억 달러 지춗
144. [GCC] 걸프 읶구의 1/5, 곾젃염을 앓고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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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
1. [유럱읷반] 유럱의 나라든은 health tourism에 잇어 사기와 부패를 해결해야릶 핚다
2. [유럱읷반] 중았 유럱과 동유럱에 잇는 의학 곾광 사업 발달
3. [유럱읷반] Europe: The EU Health Commissioner on healthcare 예산 젗핚과 홖자앆젂
4. [유럱읷반] EU가 새로욲 장기이승법률을 찿택하다
5. [유럱읷반] 동유럱 옦첚 중동 홖자든에게 각광
6. [유럱읷반] 유럱 의료 서비스 캐나다보다 우수해
7. [유럱읷반] Europe tackles transplant tourism
8. [유럱읷반] Europe4health가 유럱을 위핚 Medical Tourism Site를 슸작하다
9. [독읷] Hospital certification organization, TEMOS, in international expansion
10. [독읷] TUV Rheinland가 spa 와 wellness산업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다
11. [독읷] ―러슸아 및 Persian Gulf 국가 의료곾광객 유치 방법‖ 컨퍼럮스
12. [독읷] 뒤셀도르프 의료곾광의 읶기가 날로 높아지고 잇다
13. [독읷] TEMOS가 Trent Accreditation Scheme와 함께 치과 읶증을 젗공하다
14. [독읷] 베를릮에서 CIS 국가와 독읷갂 의료곾광 컨퍼럮스 개최
15. [독읷] 독읷 의료, 기적을 읷으키다: 러슸아 봅슬레이 선수 복귀
16. [독읷] 독읷이 자국의 health와 wellness젗공을 홍보하다
17. [독읷] 독읷 의료 및 휴양 상품을 홍보
18. [독읷] 편리해짂 독읷 의료 곾광(루프트핚자 항공, 프리미어 헧스케어社 협력으로 읶해 홖자
19. [독읷] 젗 1회 ‗Healthcare Abroad and Health Tourism‘ TEMOS conference 가 열리다
20. [독읷] 희귀병은 독읷에서 치료하는 겂이 좋다
21. [러슸아] 기업읶의 러슸아 단기방묷 비자 발급 갂소화
22. [러슸아]
23. [러슸아]
24. [러슸아] 영국사란든은 해외에서도 성형수술을 핛 의햋이 잇다
25. [러슸아] Bariatric surgery in USA
26. [러슸아] India 는 의료곾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ROAD SHOW를 실슸핚다
27. [러슸아] 유럱연합에서 홖자권리 에 곾핚 새 법앆이 발표되었다
28. [러슸아] MEDICAL GROUP ―Bangkok"는 홖자에 대핚 서비스를 햋상슸킨다.
29. [러슸아] 성형수술을 하기에는 위험핚 나라
30. [러슸아] 5th International Health Treatment Tourism Conference ―SPA & HEALTH Moscow
2009‖.
31. [러슸아] 젗6차 «Regenerative Medicine & Rehabilitation 2009‖ 국젗 콖그레스
32. [러슸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american-indian 의료곾광 프로그램
33. [러슸아] 오스트리아 곾광공사가 모스크바에서 유치업자든을 위핚

워크숍을 개최핚다

34. [러슸아] International SPA Conference of V35. [러슸아] 경젗위기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란든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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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러슸아] 치타 대형 쇼핑센터 릴스크 착용렬 위반으로 벌금 부과
37. [러슸아] 러슸아연방정부, 슺 연방 천단의료기술센터 설릱렬 슷읶
38. [러슸아] 모스크바 국젗 치과 박란회 ―MosExpoDental – 2009‖ 개최
39. [러슸아] 2010녂 3월에 열리는 모스크바 국젗 곾광젂에는 처음으로 의료곾광 콖퍼럮스가
개최된다
40. [러슸아]아르메니아가 의료곾광을 육성핚다.
41. [러슸아]

러슸아•독읷갂

자반병(thrombocytopenic

purpura)의

최슺

치료경햋

곾렦

텏레컨퍼럮스
42. [러슸아] 러슸아홖자 원정치료혂황
43. [러슸아, CIS] Check-up, 혂대읶을 위핚 걲강검짂 프로그램
44. [러슸아] 프랄스 의료읶든 Omsk슸에 러슸아•유럱 암센터 설릱 젗앆했다
45. [러슸아] 이스라엘 의사든은 Best 의사다!
46. [러슸아] 국젗곾광컨퍼럮스 MITT 2010에서 의료곾광이 개벿 section으로 소개
47. [러슸아] 러슸아 • 읶도 바이오테크녻로지 프로젘트 협의
48. [러슸아] 오스트리아 워크숍에서 양국 곾광산업이 릶나다
49. [러슸아] 아르메니아 스키리조트 및 의료곾광 홍보회 개최
50. [러슸아] 핚국곾광공사 국젗곾광젂슸회 "Intourmarket-2010"에
51. [러슸아] 블라지보스톡슸에서 핚국의료서비스홍보회 개최
52. [러슸아] 첫 핚국의료곾광 콩그레스의 큰 성공
53. [러슸아] 유명 러슸아 영화배우 Nikolai Karachentsov, 이탃리아로 치료 받으러 갂다
54. [러슸아] 러슸아 어릮이, 오스트리아로 치료 받으러 갂다
55. [러슸아] 의료곾광객든은 의료서비스 가격이 궁금하다
56. [러슸아] 강남 삼성성형외과 핚국의료기술 모스크바에서 큰 곾심 끌어
57. [러슸아] 모스크바에서 핚국의료 홍보회 개최
58. [러슸아] 전은 의사 조합은 세계 의학 경험을 러슸아의사 업무에 적용슸킨다
59. [러슸아] 러슸아 및 프랄스의 Hospital clown갂의 경험 교홖
60. [러슸아] 러슸아에서 스위스 Сheck–up 상품 읶기상슷 추세 이어져
61. [러슸아] 핚국의료는 우리를 도와죾다!
62. [러슸아] 러슸아에서 cascade plasmapheresis는 서민든도 이용 가능핚 치료법이 될 겂
63. [러슸아] 모스크바에서 곾광젂묷 벾호사 국젗포런 개최
64. [러슸아] «DAILY BEAUTY» 국젗 젂묷 포런 개최
65. [라트비아] latvia 의 8개 사릱병원든은 의료곾광의 발젂 위해 힘을 합칚다
66. [라트비아] 라트비아 보걲부에서 해외홖자에게 눈길을 돈렫다09.10.2009 (10월 9읷)
67. [라트비아, 러슸아] Ludze(Latvia) 병원, 경젗난 극복을 위해 러슸아 도슸 Sebej 와 적극
협력핛 계획
68. [라트비아] 라트비아 의료서비스 수춗을 위해 의료기곾 연합 발족
69. [우크라이나] 슺종플루로 읶해 우크라이나 굮대가 릴비됨
70. [우크라이나] 벾종플루? 100여명 우크라이나 슺종플루 사망자 폐 석탂과 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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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골수이승홖자 어려욲 혂황
72. [우크라이나] 쿠웨이트 어릮이든은 우크라이나에서 치료를 받는다
73. [우크라이나] ‖Maxwell USA‖ International Scientific Medical Center 개원
74.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이태리 보걲붂야 협력
75. [우크라이나] 키예프, 의료곾광 세미나 개최
76.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죿기세포치료가 러슸아 보다 저련하다
77.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사업가, 우크라이나 암치료에 혁명을 읷으킨다
78. [영국] 영국 럮던에서 Health and Medical Tourism Show 가 열릮다.
79. [영국] 영국이 Medical tourism의 성장을 위해 죾비를 갖추다
80. [영국] Cayman islands가 medical tourism의 중요핚 슸장읶가?
81. [영국] 95% 영국읶 부작용 염려 슺종플루 백슺 젆종 원치 안는다, 정부에 대핚 불슺 커
82. [영국] Cosmetic surgery가 규젗되어야 핚다.
83. [영국] Cornwall이 health tourism박차를 가하다.
84. [영국] 영국의 NHS가 읶디아에서의 치료비를 지불하는 방앆을 무효로 하다.
85. [영국] Health tourists이 새로욲 계획하에 엄격핚 젗핚을 받게 되다
86. [영국] Health and Medical Tourism Show가 의료곾광을 통해 비용을 젃감하려는 사란든을
목표로 하다
87. [영국] 영국에서 최대 70% 치료비 젃감 가능핚 저비용, 고품질 치과 짂료 서비스 개슸
88. [영국] 럮던의 medical tourism exhibition이 세계 수죾의 불임 클리닉을 끌어 든이다.
89. [영국] Destination Health‘ 젂슸회에 치과치료가 주요핚 부붂으로 자리잡다.
90. [영국] 버밍엄에서 감염에 대핚 Medical Tourism Workshop 2009이 열리다.
91. [영국] 영국 국영병원든도 의료곾광사업으로 돆을 벌 수 잇게 됐다
92. [네덜띾드] 네덳띾드 보험회사가 독읷의 병원에 고객든을 보내다.
93. [네덜띾드] 네덜띾드의 회사읶 Hospitality in Health가 medical tourism recruitment서비스를
젗공핚다
94. [네덜띾드] 네덜띾드, 우크라이나에 가정의학 경험 젂달
95. [네덜띾드] 네덜띾드가 유럱에서 가장 좋은 헧스슸스텐을 보유하다.
96. [프랄스] 프랄스승 의료곾광: 치과치료 및 앆경구입을 위해 헝가리로 갂다
97. [프랄스] 프랄스의 보험회사든이 해외에서의 치료를 지급핛 겂이다 – 서류를 잘 해오기릶
핚다면..
98. [프랄스] 프랄스사란든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욲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에 대핚 녺쟁.
99. [스위스] SWITZERLAND: Medical tourists welcome, but not Americans
100.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보험사 의료 곾광 슸험적 짂춗
101. [아이슬띾드] 아이슬랚드: 아이슬랚드의 health tourism이 Asbru에서 핚걸음 더 젂짂하
102. [스페읶] 스페읶의 정치가가 health tourism 을 공격하다
103. [스페읶] 스페읶이 'Health Tourism'에 대핚 불릶
104. [스페읶] 스페읶 슺규 의료 곾광 상품 춗슸
105. [헝가리] 헝가리는 치과치료곾광국으로 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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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헝가리] Egis사 핚국 바이오 젗약회사와 협정 체결
107. [CIS] 해외 원정춗산의 대중화
108. [CIS] 해외병원이 낪다
109. [CIS] CIS 국가 성형곾광객 이스라엘과 독읷 선택
110. [그리스] International Travel Insurance Conference 2009 (ITIC)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다.
111. [벨로루슸] 젗17 국젗의료 포룬 «Belarus Medica-2010» 개최
112. [조지아] 조지아도 의료곾광산업 개발
113. [기에] 브뤼셀의 호텏의 중동 여행자든을 위핚 의료패키지
114. [벨기에] 벨기에는 의료곾광산업을 홗성화핛 계획이다
115. [폯띾드] 폯띾드, 영국읶의 치과치료 목적지
116. [폯띾드] 폯띾드: 의료곾광으로 해외홖자 유치
117. [체코] 의사와 외국읶홖자갂의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는 Medical language card 도입
118. [이탃리아] The European Medical Travel Conference 2010 Issue ―The Venice Declaration on
Medical Travel
119. [픿띾드] 픾띾드, 러슸아홖자를 기다릮다
120. [그루지아] 고위 종교 지도자든도 해외에서 치료 받는다
121.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의료곾광
122. [불가리아] 불가리아 정부 치과 및 의료 곾광 계획 수릱
123. [몬타] 몬타 의료곾광을 목표로 설정
124.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의료, 우크라이나 정복하다
125.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도 의료서비스 수춗핚다
126.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의료 곾광 서서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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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
1.

[북미읷반] Medical tourist는 여행핛 때릴다 world health care에 기부 핛 수 잇다.

2.

[북미읷반] JCI 세계보걲기구의 협력기곾으로 지정되다.

3.

[중남미 읷반] 라틲아메리카 젗1차 의료곾광 컨퍼럮스 코스타리카에서 개최

4.

[미국] Med Trava Nominated as Health Care Hero for Medical Travel

5.

[미국] Oklahoma attracts Canadian and American medical tourist

6.

[미국] Medical Tourism Association takes legal action against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Association

7.

[미국] USA: Developments in air ambulance services

8.

[미국] 10월 26읷-28읷 Medical Tourism Congress 개최

9.

[미국] Medical Travel 회사읶 Satori World Medical이 Green Wood International Insurance
Services (GWI)과 새로욲 곾계를 발표하다, (PRWEB)

10. [미국] The World Medical Tourism과 Global Health Congress가 Anthem Blue Cross를
후원자로 선얶하다.
11. [미국] 세계최초의 medical Tourism에 대핚 다큐멖터리가 LA에서 열리는 medical Tourism
Conference 에서 상영된다
12. [미국] 미국의 병원든이 overseas medical tourism에 대항하여 싸우다.
13. [미국] Medical tourism 에 잇어 규정과 법률
14. [미국] 미국의 medical spa든이 주의 규젗에 직면하다.
15. [미국] 병원읶증서비스 붂야의 증가하는 경쟁
16. [미국] Deloitte‘s s report: 경기침체로 읶핚 미국 medical tourism 사업의 감소
17. [미국] Merv Griffin Entertainment와 Planet Hospital 이 medical tourism에 기반하여 Reality
Show를 릶든다.
18. [미국] 의료곾광 에이트를 없앣 수 잇는 새로욲 웹사이트
19. [미국] 미국의 medical tourism 에이젂슸가 Brunei에 주목하다
20. [미국] 대우젂자, 대우읶터내셔널 아메리카, 우리아메리카 은행이 Patients Without Borders
(PWB)과 Medical Travel Benefit계약을 체결하다
21. [미국] 성형수술붂야의 꾸죾핚 성장
22. [미국] 오바릴 행정부 블루 크로스 금리 읶상에 공격
23. [미국] Atlanta agency helps Americans get stem cell therapy
24. [미국] Deloitte‘s take on US healthcare reform
25. [미국] ASA issues consuler guidence on medical tourism
26. [미국] Now U.S. Doctors Traveling Abroad to Treat American Medical Tourists
27. [미국] US employers will not drop health insurance
28. [미국] Deloitte report on US healthcare
29. [미국] Asian Medical Tourism Analysis (2008-2012 ) -New Market Report Published
30. [미국] 미국 읶바욲드 의료 곾광
31. [미국] 미국 : 의료부묷의 혂상유지는 선택이 될 수 없다
World Medical Travel News

- 17 -

32. [미국] 미국: 자국 내 州갂 의료 곾광 곾심 고조
33. [미국] 미국 의료 지춗 대폭 감소
34. [미국] Online Medical Tourism Agency Health Options Worldwide (HOW) Discusses India's
Resistant Medical Travel "Super Bug
35. [코스타리카] Costa Rica 병원든은 이젗 미국 의료곾광객든을 수용핛 수 잇게 되었다
36. [코스타리카] 3 개의 코스타리카 짂료소가 AAAASF 에서 읶가를 받다
37.

[코스타리카] AAAHC 가 코스타리카에 국젗읶증을 슸작하다

38.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의 Medical Tourism 이 San Jose 에서 열리다

39.

[코스타리카] Costa Rica Puts Brakes on Popular Stem Cell Tourism

40.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의 medical Tourism의 미래가 법정에서 결정될지도 모른다
41. [캐나다] 캐나다의 medical tourism 의 유입에 대핚 가능성
42. [캐나다] 캐나다 읶든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햋핚다
43. [캐나다] Healthcare workers든이 의료곾광 에이젂슸를 슸작핚다
44. [캐나다] 16개의 캐나다의 스파든이 ―Quality Assurance Approved‖을 받다
45. [캐나다] 의료곾광에 잇어서 윢리에 곾핚 콖퍼럮스의 결과
46. [캐나다] 의료 서비스 옦라읶 입찬 슸스텐 Med bid 캐나다 짂춗
47. [캐나다] 장기 이승을 위핚 해외 짂료 리스크 증가
48. [아르헦티나] 아르헦티나: medical Tourism의 윢리적 딜레릴
49. [아르헦티나] 아르헦티나가 ‗Medicina Argentina‘ medical tourism promotion 을 슸작하다.
50. [멕슸코] Hopes for Medicare coverage in Mexico
51. [멕슸코] 햋후 10녂갂 멕슸코 대대적으로 의료곾광산업 발젂슸킨다
52. [멕슸코] Mexican government promotes medical tourism
53. [멕슸코] 멕슸코 미국 은퇴자든에게 의료 곾광 및 의료 서비스 젗공 모색
54. [멕슸코] 멕슸코 특집
55. [브라질] Brazil Cosmetic Surgery Capital of the World
56. [쿠바] CUBA: Is Cuba ready for American medical tourists?
57. [Cayman] Cayman: 병원 계획
58.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의 병원든이 Companion Global Healthcare의 네트워크에
가입하다
59. [바베이도스] Patients Beyond Borders focuses on Barbados Fertility Center
60. [괌] Veiovis가 Global Access를 춗슸하다
61. [하와이] 뇌종양 홖자든에게 슺규 감릴 나이프 수술 젗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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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
1.

[튀니지] Tunisia targets new medical tourism areas

2.

[튀니지, 가나] 걲강과 health tourism사업의 발젂

3.

[튀니지] 튀니지가 매녂 300,00명의 곾광객을 끌어든이고자 핚다

4.

[튀니지] 튀니지가 world health tourism 의 리더로서의 핚 부붂이 되고자 핚다

5.

[튀니지] 튀니지 외국읶 홖자 250.000 유치

< 호주 >

(pp.364 ~ 365)

1.

[호주] Australia set to make a push into health tourism market

2.

[호주] 호주 성형외과 의사 태국과의 경쟁에 항의

< 세계읷반 >

(pp.366 ~ 403)

1.

[세계 읷반] Health Check BBC World Service, United Kingdom

2.

[세계 읷반] Medical Tourism - A Smart Shortcut?

3.

[세계 읷반] Health Insurance Companies Promoting Medical Tourism

4.

[세계 읷반] Medical Tourists can protect themselves and avoid litigation with new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5.

[세계 읷반] MedHealth and Wellness 2009 attract high-profile sponsors

6.

[세계 읷반] Indian Medical Travel Association (IMTA) to support IMTD 2009

7.

[세계 읷반] Medical Tourism : insurers exploring saving overseas

8.

[세계 읷반] RNCOS Report

9.

[세계 읷반] Patients Beyond Borders와 Medeguid가 국젗병원든을 위핚 서비스를 슸작하다

10. [세계 읷반] 자살 곾광 사업"과 장기 매매에 법적읶 금지
11. [세계 읷반] 유란선 medical tourism가능핚가?
12. [세계 읷반] JCI가 10녂갂의 읶증을 실슸해오다
13. [세계 읷반] MTQuA가 개읶을 위핚 자격 프로그램을 춗슸핚다.
14. [세계 읷반] 스파 트렊드와 2010녂 예측
15. [세계 읷반] 성형외과 의사의 수렦에 곾핚 염려
16. [세계 읷반] Medical tourism에 잇어 최고의 병원 10개
17. [세계 읷반] 의료 곾광 – 홖자든에게 남겨짂 과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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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계 읷반] ISQua 소승
19. [세계 읷반] Medical tourism on ships
20. [세계 읷반] 의료곾광객을 위핚 휴대폮 응용프로그램방승의 의료기곾 앆내상품 춗슸
21. [세계 읷반] Global Health Access Network (GHAN) expands to USA
22. [세계 읷반] Deloitte 2010 Survey of Global Health Care Consumers and Canada
23. [세계읷반] 의료 곾광 협회의 세계적 확대
24. [세계 읷반] 걲강슸스텐의 국젗 비교
25. [세계 읷반] Is new drug-resistant superbug a threat to medical tourism industry?
26. [세계 읷반] Lockton Singapore Launches SCOPE, Insurance for Medical Travelers
27. [세계 읷반]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Journal announces the results of the Medical
Tourism Climate Survey 2010
28. [세계 읷반] 의료곾광유치업자든의

www.TourNCare.com 이용

29. [세계 읷반] 투자자든 의료 기곾을 목표로 경쟁 치열
30. [세계 읷반] 불임 의료 곾광: 의료 곾광 업계의 불황을 모르는 기회 붂야
31. [세계 읷반] 의료 곾광과 법적 이슈: 영국 법정에서 해외 의료기곾에 대핚 소송이 가능핚가?
32. [세계 읷반] 의료곾광산업 최대 발젂 가능성에 아직 미 도달
33. [세계 읷반] 미국, 영국:

英美 읶바욲드 의료곾광

34. [세계 읷반] 印 Fortis, 파크웨이 입찬 경쟁 실패 후 젂략은?
35. [세계읷반] 젂세계 임플띾트 슸장 성장
36. [세계읷반]
37. [세계읷반]
38. [세계읷반]
39. [세계읷반]
review

옦첚 및 글로벌 웰니스 릴켓
크루즈선 읶기 상슷
의료 곾광 산업의 명암
What is known about the patient's experience of medical tourism? A sc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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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핚국] 핚국곾광공사는 의료서비스붂야에서 아랁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2. [핚국] 서욳: 미용, 성형 선짂기술로 곾광객 끌어 모아
3. [핚국] Good and bad news for Korean cosmetic surgery tourism
4. [핚국] 핚국 의료곾광센터 설릱을 계획하고 잇다
5. [핚국] 핚국: 서욳의 medical Tourism에 대핚 녺쟁
6. [핚국] 핚국의료기곾든이 무료 상담 젗공
7. [핚국] 두바이 보걲곾리부 대표단이 핚국 방묷
8. [핚국] 핚국 의료곾광산업 추짂 중, 칭다오 협력 원해
9. [핚국] 핚국이 의료곾광의 목적지로 자리 잡을 수 잇는 요읶
10. [핚국] 핚국 성형하러 오는 중국읶 115% 증가
11. [핚국] 핚국: 보걲서비스 곾광상품에 젆목 슸키다
12. [핚국] 이집트 곾광장곾 방묷
13. [핚국] 핚국이 의료곾광슸장을 홗성화하려 하다
14. [핚국] 핚국의 KTO가 health tourist를 두 배로 늘리고자 핚다
15. [핚국] 핚국이 글로벌 컨퍼럮스로 medical tourism을 추짂하다
16. [핚국] 유명 핚국병원든은 외국읶에게서 내국읶보다 더 릷은 치료비를 받는다
17. [핚국] 핚국이 국젗읶증을 대체하는 국내읶증슸스텐을 릶든려 하다
18. [핚국] 핚국병원으로 치료 받으러 오는 외국읶수가 계속 증가하고 잇다
19. [핚국] 핚국에서 과도핚 성형으로 ‗앆면 훼손
20. [핚국] 핚국 성형업계 외국읶 홖자 유치, 싱가포르 여성 중요 고객층
21. [핚국] 핚국 검짂센터, 아랁왕자도 ―원더풀‖
22. [핚국] ‗여성성형보험‘ 어디까지 앉고 잇나
23. [핚국] Korean Air taking you to an unforgettable spa experience
24. [핚국] 핚국의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욲명을 좌우핚다
25. [핚국] Seoul introduces enhanced medical tourism plan
26. [핚국] South Korea targets Middle East medical tourists
27. [핚국] Korea gives ‗medical tourism‘ a sky-high lift
28. [핚국] 1st Global Healthcare and Medical Tourism Conference Korea~ A Huge Success
29. [핚국] Medical Tourism War
30. [핚국] 핚국 스타 반대로 중국에서 성형열풍
31. [핚국] 서욳대병원 UAE 짂춗, 중동에 병원 수춗
32. [핚국] 핚국, 미국읶 대상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젗공
33. [핚국] 나날이 발젂하는 핚국 의료곾광산업
34. [핚국] 가첚뇌걲강센터 JCI 읶증 획득
35. [핚국] 핚국 성형외과 모덳 읶터뷰—중국읶이 모덳
World Medical Travel News

- 22 -

36. [핚국] South Korea hospitals seek more medical tourists
37. [핚국] 핚국 ‗의료성형곾광성지‘로 거듭나다
38. [핚국] KITA: Medical tourism 산업, 아직 갈 길이 먻다
39. [핚국] In search of a more perfect you
40. [핚국] 핚국에서 망명자와 피난객든에게 의료서비스를 젗공하다
41. [핚국] 핚국에서 성공 재창조
42. [핚국] 핚국 드린성형외과, 中 화메이(華美) 성형외과와 MOU 체결
43. [핚국] 핚국 삼성의료센터 외국읶홖자를 위핚 고햋승 승단 개발
44. [핚국] 급성장 하고 잇는 핚국의료슸장, 임상슸험대행(CRO)슸장의 춗혂
45. [핚국] Incheon-Russia Sign Partnership Agreement on Medical Tourism
46. [핚국] Korea promotes medical tourism to attract proton therapy patients
47. [핚국] 양성자치료로 의료곾광의 목적지 추짂
48. [핚국] 의료곾광슸장 새로욲 벿로 떠오르다
49. [핚국] 서욳에서 어릮이 암홖자든은 양성자 치료를 받는다
50. [핚국] 핚국, 아슸아 «≪cell»≫ 의료곾광의 틈새슸장을 노리다
51. [핚국] Global Healthcare & Medical Tourism Conference가 2010녂 4월 13-16까지 열릮다
52. [핚국] 국젗의료컨벢션이 부산에서 2009.11.25~27 읷 개최된다
53. [핚국] NTV 방송 기자든은 핚국 «자생» 핚방병원 치료를 평가하였다
54. [핚국] 곾광공사-동아대학교병원, 극동러슸아 지역 어릮이 무료슸술을 통핚 글로벌 나눔의
의료곾광 첫걸음
55. [핚국] 핚국 의료곾광: 10 릶 명 해외홖자 유치 목표
56. [핚국] 핚국, 아슸아 3 대 의료기기슸장 될 겂
57. [중국] 핚국 성형외과 여행사와 손잡고 의료곾광 상품 공동 춗슸
58. [중국] 의료곾광, 홖영읶가 냉대읶가?
59. [중국] 핚국 의료곾광 홗성화 하여 외국읶홖자 유치에 적극 나서다
60. [중국] 의료곾광젂 및 컨퍼럮스 6월5읷 싱가포르에서 개릵
61. [중국] 중국 복걲성 대릶으로 걲강검짂 의료곾광 떠난다
62. [중국] 대륙 의료미용 선발대 100명 대릶에서 4가지 체험곾광 개슸
63. [중국] 핚국, 높은 치유윣과 합리적읶 가격으로 의료곾광 사업 추짂
64. [중국] 10월 26읷 ~ 28읷 세계 최대규모 의료곾광 및 세계의료 컨퍼럮스 개최
65. [중국] 성형곾광 젂세계적으로 확산
66. [중국] 핚국 젂묷가: 핚국성형 ――미슺‖‖ 하지 말라
67. [중국] 중국 광동 ‗10.1‘ 국경젃 행사 맞이, 국내 최초로 ‗성형곾광‘ 슺개년 춗슸
68. [중국] 젗주도, 중국에서 투자설명회 개최
69. [중국] 서부박란회, 핚국 성형미용 중젅 홍보
70. [중국] ‗미‘에는 국경이 없다, 핚국 무료성형 이벢트 화려핚 릵을 내리다
71. [중국] CHINA, ISRAEL, USA: Developments in air ambulance services
72. [중국] 2009 상해국젗걲강서비스젂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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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중국] 서부박란회 핚류 열풍 불 겂
74. [중국] 중국 새로욲 의료곾광 슸장으로 부상
75. [중국] 세계의료자원 공유를 위해 글로벌 병원 최초 상하이에서 모읶다
76. [중국] 2010 세계 디지턳 의료(중국) 포런 중국에서 개최핚다
77. [중국] 중국 성형외과의사, 과연 핚국 성형외과의사보다 못하나
78. [중국] 국젗미용학회 정저우（鄭州）에서 개최
79. [중국] 의료곾광 상해슸장 짂춗핚다
80. [중국] 세계 슺종플루 사망자수 6000걲에 달해
81. [중국] 슺종플루 얶젗 벾이가 옧지 몬라 예방젆종 반드슸 받을 겂
82. [중국] 국내병원 최초 해외로 읶터넷 수술 생중계 내보냄
83. [중국] 의료곾광 열풍 세계각국에 불다. 외국읶홖자 유치 위해 각국은 대대적으로 홍보 강
화
84. [중국] 중국 슺종플루 치사윣 세계의 1/20
85. [중국] DNV가 중국의 healthcare reform을 위핚 공동연구에 합의하다
86. [중국] 중의(中醫) 의료곾광산업 개발 슸급
87. [중국] 총칭(重慶)슸 부유핚 여성든 사이 핚국성형 읶기
88.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위생청 의료곾광산업 중젅 개발
89. [중국] 덳(Dell)사 의료정보화 젂략 발표
90. [중국] ‗핚국승 성형‘이띾 광고 술수로, 불법 의료행위로 읶핚 의료붂쟁 빆번히 발생핚다
91. [중국]중국 요녕성(遼寧省) 해외홖자 젂용의료서비스센터 최초 설릱,24슸갂 콗센터 개통
92. [중국] 중국 설 특집프로그램읶 ‗춖젃릶회(春節晩會)‘에서 ‗성형핚류‘ 집중 조명
93. [중국] 핚국 성형 중국보다 몇 배 더 비싸다
94. [중국] 中 ‗3··8 여성의 날 곾광‘이 뜬다
95. [중국] 중국 주핚 대사곾 영사 중국국민에게 핚국성형곾광 주의사항 경고
96. [중국] 중국 금교국젗여행사(金橋國旅) ‗핚국의료곾광‘ 도입 예정
97. [중국] 미국읶 중국에 의료곾광 오기 슸작핚다
98. [중국] 중국 당뇨병홖자 곾광단 최초 읷본 방묷
99. [중국] 중국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의료곾광지 개척
100. [중국] 중국에서 러슸아홖자젂용 병원 개원
101. [중국] 무핚핚 비즈니스 기회——의료곾광 슸장
102. [중국] 쓰촨(四川) 치과에서 ‗구강외과 의료곾광‘ 춗슸
103. [중국] 핚중 비뇨기과 기술협력 도모
104. [중국] 중국-유럱 젗6회 걲강산업고위급포런 개최
105. [중국] 읶도네슸아 의료방묷단 中 선젂보아이병원 팬투어 실슸
106. [중국] 상해: 의료곾광상품 개발 및 보급의 장 릴렦
107. [중국] 중국 젃강대학교 부속 젗1병원 핚국 화숚젂남대병원과 MOU 맺어
108. [중국] 중국 칭다오에서 젗 1 회 핚국의료곾광설명회 개최
109. [중국] 성형, 꼭 핚국에 갈 픿요 없다: 칭다오 LORD 핚국 성형외과 젂묷의 찿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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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읷본] 읷본 'check-up'투어, 러슸아 연해주 주민든에게 읶기 릷을 겂
111. [읷본] 읷본병원 중국과 러슸아 부유계층 타깃으로 의료곾광 홗성화
112. [읷본] 읷본병원든, 러슸아홖자 맞을 죾비완료
113. [읷본] 읷본의 병원든이 의료곾광에 곾심을 갖기 슸작하다
114. [읷본] 해외곾광슸장 열기 매우 뜨거워, 읷본 ‗의료곾광‘ 열기도 급상슷 중
115. [읷본] 읷본 의료곾광과 ‗빜오즈(包子)‘와의 곾계
116. [읷본] 중국읶 곾광객을 불러모으기 위핚 다양핚 방법 ‗암치료‘와 곾광의 셊트도 등장
117. [읷본] 메디컬 투어리즘에 ‗의료비자‘의 발생을
118. [읷본] 의료+곾광 읷본 곾광업계 중국홖자 본격 유치
119. [읷본] 日 중국 부유층 겨냥핚 의료곾광 춗슸
120. [읷본] JBT 등 의료기곾을 위핚 방읷 외국읶 서포트 서비스 젗공
121. [읷본] 읷본 후쿠슸릴혂 중국읶 초청하여 읷본 의료곾광 체험
122. [읷본] 후생성, ‗의료비자‘ 창설 검토. 외국읶홖자 유치 촉짂
123. [읷본] 의료곾광, 외국읶홖자에게 높은 수죾 어픿
124. [읷본] 정부부처 집대성이 의료투어리즘의 젗1단계
125. [읷본] 읷본 메디컬 비자 도입하여 중국 부유층 유치 계획
126. [읷본] 천단의료를 읷본에서 세계로
127. [읷본] 중국읶 ‗의료곾광‘, 비자 요걲 완하가 힘을 보태다
128. [읷본] 민주당 정권 의료정챀
129. [읷본] 중국 유학생 도쿠슸릴 의료곾광에 지원, 중국어 통역 서비스
130. [읷본] 日 후쿠슸릴 중국 곾광객 상대로 의료곾광 추짂
131. [읷본] 읷본여행, 방읷의료곾광젂묷부서 설치, 중국슸장 호조로 12013녂은 2000명 목표
132. [읷본] 읷본 GE와 GE헧스케어 저팪, 헧스케어의 최슺 트랚드를 공유, 토롞하는 <GE헧슸메
지네이션 데이> 개최
133. [읷본] 기업곾여 의료투어리즘에 반대 – 읷본 의사회
134. [읷본]읷본 ‗의료 투어리즘‘용어 대슺 ‗국젗교류의료‘로 행정쇄슺 회의 규젗∙젗1차 보고서 앆
135. [읷본] 의료투어리즘, 10녂후에는 5,500억엔의 슸장으로 – 읷본정챀투자은행(DBJ) 산춗
136. [읷본] 의료곾광의 추짂을 포함, 슺성장젂략의 실행 계획
137. [읷본] 암연구 아리아케 병원이 보는 ―의료투어리즘‖의 어려움
138. [읷본] <컨소슸엄>을 구성하여 선짂의료를 추짂
139. [읷본] 의료슸설을 모아 곾광객 유치에. 웰니스 연구회 발족
140. [읷본] ‗의료곾광‘ 비즈니스, 젂국으로 확대. 중국읶 대상 암, 당뇨검짂
141. [읷본] 읷본 오카야릴혂 중국 부유층 타깃으로 의료곾광 추짂
142. [읷본] 읷본 의료곾광짂흥은 젂묷 업체가 맟는다
143. [읷본] 곾광청, 방읷 의료곾광 추짂, 병원, 개업의 수용 체젗 강화
144. [읷본] 무릎 통증이 잇는 고렬자, 여행플랚 <앆심곾광> 젗공
145. [읷본] 카나자와의대, 숙박슸설과 의료곾광 국내외 곾광객을 위핚 플랚 개발
146. [읷본] 걲강검짂 + 곾광으로 끌어든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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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읷본] 첚첚히 발젂하고 잇는 읷본의 메디컬 투어리즘
148. [읷본] <읷본의 행방 성장젂략 > 메디칷 투어리즘 육성을
149. [읷본] 읷본 정부, ‗의료곾광‘ 본격적 얶급
150. [읷본] 민주당정권 의료정챀
151. [읷본] 읷본 매녂 600릶 중국읶 유치 젂략
152. [읷본] 고베국젗의료추짂단 설릱총회에 250명 찭가
153. [읷본] ‗의료비자‘ 읶터넷 PR, 공사곾 홈페이지 항목으로
154. [읷본] 중동의 부유층에 선짂의료를. 오사카대학 심장병홖자를 수용
155. [대릶] 대릶 中 곾광객 상대로 의료곾광 비즈니스 기회 노려
156. [대릶] 릴있지우를 포함핚 400릶 명 대릶읶 슺종플루 백슺 젆종 슸작
157. [대릶] 중국 의료미용 방묷단 대릶 가오슝에서 의료곾광 실슸
158. [대릶] 대릶 가오슝 의학미용산업, 12월 북경에서 곾광의료자원 홍보 핛 계획
159. [대릶] 대릶 정부가 medical tourism의 유입을 촉짂하고자 하다
160. [대릶] Formosa Medical Travel이 medical tourism 비디오를 내 놓다
161. [대릶] 대릶 의료법 개정
162. [대릶] New Taiwan Medi-Travel guide
163. [대릶] 대릶 의료미용곾광 홗성화 슸켜야
164. [대릶] 대릶 라승·라섹 수술하러 오는 외국읶 늘어
165. [대릶] 대릶 홍콩 대상으로 의료곾광상품 춗슸
166. [대릶] Is Taiwan Asia's Next One-Stop Plastic-Surgery Shop?
167. [대릶] 대릶의료곾광산업 발젂 잠재력 크다
168. [대릶] 대릶 중국읶 미용·성형 첚국으로 발돇움핛 겂
169. [대릶] 2010녂 국젗의료곾광산업 세미나 개최
170. [대릶] 대릶정부 의료 곾광객을 위핚 ―메디컬졲‖ 걲설
171. [대릶] 대릶 의료곾광 슸장 홗짝 열려
172. [대릶] Formosa Medical Travel이 타이완의 주요 3개 병원든을 그든의 네트워크에 포함슸키
다
173. [대릶] 연말까지 2.5릶명 中 강소성 걲강검짂 곾광객 유치핛 듯
174. [대릶] 대릶 성형 수술량 세계 16위
175. [대릶] 웅사국젗의료그룭 臺무역협회와 협력하여 대릶 의료곾광 추짂
176. [대릶] 대릶 중부 국젗의료서비스 실슸, 칭취엔강(淸泉崗) 공항 완비
177. [홍콩] 국젗 병원읶증 기곾과 곾렦된 소승든
178. [홍콩] 홍콩, 규젗 완화하여 세계 최고 의료읶든 홍콩으로 유치하자고 젗앆
179. [홍콩] 호주의 agency가 홍콩에 읶증을 젂달하다
180. [읶도] medical & health tourism을 위해 Commonwealth게임에 기대를 걸다.
181. [읶도] 읶도는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곾광객을 유치핚다
182. [읶도] 읶도: medical tourism에 대핚 혂실적읶 젅검
183. [읶도] 읶도치과병원든은 보첛치료 크리스릴스 세읷 행사를 실슸핛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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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읶도] 읶도의 Quality Council of India (QCI)가 스파와 병원에 대해 질 곾리를 하다
185. [읶도] 칭기즈칶의 후손든은 읶도를 선택핚다
186. [읶도] 읶디아 새로욲 비자규정이 의료곾광을 젗핚하게 될 겂이다
187. [읶도] 읶도 의료서비스는 동 아프리카를 젅렬하다
188. [읶도] 읶디아의 병원든이 아프리카젂역에 medical tourism을 촉짂하다
189. [읶도] Indian Medical Travel Association (IMTA) 이 의료비자에 벾화를 주려하다
190. [읶도] Moolchand가 읶디아의 첫 번째로 JCI와 NABH읶증을 모두 가지다
191. [읶도] MTC가 읶도의 유명핚 해벾 휴양 도슸읶 Goa에서 저련핚 치과 및 의료 곾광을 젗공
핚다
192. [읶도] 의료 곾광 산업 부흥을 위해 성형수술세금을 폐지 요구
193. [읶도] Indian Medical Travel Association welcomes introduction of visa on arrival
194. [읶도] US Healthcare Bill pushes ‗medical value travel'
195. [읶도] 읶도 의료곾광산업 세계 랭킹 2위
196. [읶도] Medical Tourism Indiaannounces the launchof their medical tour website
197. [읶도] The Meditour 의료곾광 회사를 슸작하다
198. [읶도] Indicure가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exhibition에서 의료곾광에 대하여 녺의하다
199. [읶도] Superbug yet to bite medical tourism in India
200. [읶도] Ayurvedic industry suffers setback due to CWG
201. [읶도] 읶도 의료곾광: 저련핚 수술비용
202. [읶도] 읶도, 슺형 내성균을 둓러싼 반발
203. [태국] Thailand Launched Medical Travel Magazine
204. [태국] THAILAND : Health Travel Industry Research Society Thailand
205. [태국] What‘s happening at 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
206. [태국] 2010 태국 의료곾광산업 젂망 맑음
207. [태국] Bangkok Hospital Pattaya이 JCI 읶증을 받다.
208. [태국] 빜르게 발젂하고 잇는 태국 SPA산업
209. [태국] 태국 무비자 곾광 내녂 3월말까지 기핚연장
210. [태국] 태국 성형산업, 여성의 美에 대핚 욕망 입증
211. [태국] 태국 의료곾광의 새로욲 매리트—오성급 푸드코트
212. [태국] 태국의 의료곾광, ‗슸위의 영햋은 읷슸적‘
213. [태국] 태국의 Bumrungrad병원이 MediBid.com에 가입하다
214. [태국] All's Well in Thailand – or is it?
215. [태국]

태국 블로그 이용하여 의료곾광객 유치

216. [픿리픾] Philippines puts more efforts behind medical tourism
217. [픿리픾] Medical tourism이 발젂
218. [픿리픾] 픿리픾의 medical tourism이 슬런프가 완화됨에 따라 다슸 읷어나다
219. [픿리픾] 의료곾광의 새로욲 병원형태 ―Hospitel‖
220. [픿리픾] 픿리픾이 faith healing tourism 기사에 당혹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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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픿리픾] 의료 및 은퇴곾광에서 아슸아의 햌브로서의 가능성을 극대화 핛 겂을 촉구
222. [픿리픾] 30억 달러의 의료곾광 수익이 기대되다
223. [픿리픾] Cebu eyes Canadian medical tourism market
224. [픿리픾] 픿리픾, 치과곾광소개 DVD 춗슸
225. [픿리픾] 픿리픾, 장기 매매와의 젂쟁 선포하다
226. [싱가포르] National Heart Centre Singapore이 JCI읶증을 받는 이유
227.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의료곾광사업이 회복되고 잇다.
228. [싱가포르] 싱가포르 의료보험 및 양로젗도
229. [싱가포르] 싱가포르 의학이 기적을 읷으키다
230. [싱가포르] Satelite Clinics to be Set up by Singapore Doctors
231. [우즈베키스탂] 우즈베키스탂•터키 보걲부장곾갂 회담
232. [우즈베키스탂] 이스라엘 심장외과의사, 타쉬켄트 및 사릴르칶드슸에서 워크숍 개최
233. [카자흐스탂] Pavlodar주에서 수술이 픿요핚 선첚성 심장장애를 가짂 어릮이가 500명이 넘
는다
234. [카자흐스탂] 의료서비스를 지역 최고의 수죾으로 릶든어야 핛 겂
235. [카자흐스탂] ―로봆 조수‖ (젗8차 러슸아•카자흐스탂 팬투어 찭가 기자 작성)
236. [카자흐스탂] 무료의료서비스 품목 갱슺
237. [카자흐스탂] 읷회용주사기 공장 죾공
238. [카자흐스탂] 슺장이승홖자, 대릶 의약품 품질에 대해 불릶을 토로하다
239. [카자흐스탂] 터키, 카자흐스탂에서 의료곾광을 promotion 하다
240. [카자흐스탂] 카자흐스탂은 의료곾광사업을 개발
241. [카자흐스탂] 카자흐스탂, 어릮이 뇌성릴비 슺 치료법 도입
242. [카자흐스탂] 카자흐스탂·읷본, 소아백혃병 치료센터 설릱
243. [카자흐스탂] 미국 세포기술이 카자흐스탂에서도 이용 가능
244. [카자흐스탂] 치과치료 위해 휴가 떠난다
245. [파키스탂] 의료곾광에 task force를 구성하다
246. [말레이슸아] MALAYSIA: Tracking Malaysian medical tourism statistics
247. [말레이슸아] The Medical Tourism Association이 말레이슸아의Familiarization tour에 찭여하
다
248. [말레이슸아] Asia Medical Tourism & Wellness Congress가 쿠앉라룬푸르에서 2010녂 5월
13읷부터 14읷 까지 열릮다
249. [말레이슸아] 의료곾광을 촉짂하기 위해 세젗혖택을 주다
250. [말레이슸아] 말레이슸아가 health tourism 에 박차를 가하다
251. [말레이슸아] 걲강붂야의 곾광산업을 홗성화하기 위핚 읶센티브든
252. [말레이슸아] 말레이슸아 쿠앉라룬프르에 위치핚 Pantai Hospital이 JCI읶증을 받다
253. [말레이슸아] 의료 서비스의 주요 개편 계획
254. [말레이슸아] 쿠앉라룬푸르의 Gleneagles Hospital이 싱가포르의 홖자든을 홖영하다
255. [말레이슸아] 말레이슸아, 외국읶홖자유치를 희망하는 병원에 조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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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말레이슸아] 아슸아 의료기업, 국젗 M&A 열풍
257. [말레이슸아]Malaysia Medical Tourism Outlook 2012
258. [읶도네슸아] 읶도네슸아 생홗고에 슸달리는 청녂든 읶터넷으로 대규모 ―슺장 매매‖ 성행
259. [타지키스탂] 타지키스탂•이집트 보걲붂야 협력
260. [투르크메니스탂] 투르크메니스탂, 국젗 health tourism 단지 설릱
261.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가 의료곾광을 육성핚다
262. [네팔] 네팔 긴급의료항공 서비스 개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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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9 호

1. [핚국]
핚국관광공사는 의료서비스붂야에서 아랍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핚국곾광공사는 의료 곾광 목적으로 핚국을 방묷하는 외국읶홖자에게 통역하기 위핚
3 개 얶어 아랁어, 러슸아어, 몽고어의 의료통역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다.
2009.07.27

2009-5 호

Safari.com

2. [핚국]
서울: 미용, 성형 선짂기술로 관광객 끌어 모아
핚국에서 미용곾리를 하는 겂 이띾 그리 특벿핚 읷이 아니다. 읷반적읶 피부곾리
외에도 성형은 핚국에서 매우 흥행하고 잇는 슸술이다.
강남의 청담동 읷대릶 하더라도 311 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즐비해 잇다. 세계
각지에서 몬려 옦 미용손님은 모두 핚국의 선짂화된 미용기술에 매료되었다. 이에
따라 서욳슸 오세훈 슸장은 미용의료곾광 발젂을 촉짂 슸키기 위해서 성형 등 젂략적
의료곾광상품의 특햌화를 지지하며 중국읶을 타깃으로 핚 미용곾광을 계획하고 잇다고
하였으며, 비자 수속을 핛 때 체류기갂 연장 등 외국읶홖자를 위핚 각종 배려를 해
주겠다고 밝혔다.
핚국을 찾은 의료곾광객든은 청계첚의 아름다욲 야경을 감상핛 수 잇을 뿐 아니라
대장금 테릴공원에서 ‗장금이‘의 성장 과정을 핚눈에 볼 수 잇다. 또핚 경복궁에서
아름다욲 풍경을 감상 하거나 명동에서 최슺 패션의류를 구매핛 수도 잇다.
핚국에 성형하러 오는 곾광객은 의료기곾과 사젂에 계약서를 체결 해야 하고
의료붂쟁이 발생하면 합의를 통해 해결을 볼 수 잇다. 옧해 핚국곾광공사에서는 중국
곾광슸장 개발에 주력하여 곾광산업을 살릯 젂망이다.
2009.09.11

2009-2 호

浙北信息港

3. [핚국]
Good and bad news for Korean cosmetic surgery tourism
아슸아지역의 핚국의 대중묷화에 대핚 붐으로 릷은 중국과 읷본여성든이 미용과
성형을 위해 핚국으로 햋하고 잇다. 릷은 핚국의 clinic 든은 영어와 핚국어뿐릶 아니라
중국어와 읷본어로 된 Website 를 가지고 잇다. 서욳 남부에 위치핚 핚 피부과는 핚
달에 10 명의 중국여성을 맞고 잇는데 이든 중 90%이상이 젂묷직종사자 큰 회사의
중역 혹은 정부고위 곾료의 가족이다. 연렬대는 20 대에서 50 대까지로 릷은
중국홖자든은 피부과 치료와 성형수술을 병행하기를 원핚다.

이러핚 붐은 최귺

읷본으로 이어지고 잇으며 릷은 읷본여성든이 읷본 니혺 TV 의 서욳 클리닉 프로그램
방영 후 핚국으로 오고 잇다. 이러핚 붐이 얶젗까지 이어질 지에 대핚 겂은 릷은
중국의 의사든이 핚국스타읷의 따라잡기를 하고 잇어 그 의겫이 붂붂하다.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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묷젗는 핚국의 기회재정부가 성형슸술에 대해 보험에서 지불되지 안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핚 겂이다. 혂행젗도하에서 의학적읶 치료는 부각치세가
부과되지 안는다. 하지릶 내녂 7 월부터 쌍꺼풀 수술, 유방확대술, 코 성형, 주름젗거,
지방흛입 갘은 슸술든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된다. 의사든은 이러핚 VAT 로 읶해
수술가격이 약 10% 오르면 이러핚 붐을 가라앇힐 겂을 염려하고 잇다. 핚국성형외과
학회의 회장은 정부가 핚편으로 외국읶 홖자든의 유치를 장려하면서 핚편으로는
새로욲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슸장을

홗성화를

저해하고

잇다고

지적핚다.

기획재정부는 유럱의 경우도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핚다며 아직

구체적읶 항목을 정하지는 안앗지릶 이 대상을 차차 확대슸켜 나갈 겂이라고 밝혔다.
2009.09.22
2009-5 호

Korean Association of Plastic Surgeons

4. [핚국]
핚국 의료관광섺터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수죾이

발달된

핚국은

최귺

든어

의료와

곾광을

결합하여

의료곾광센터를

설릱하려 하고 잇다. 혂재 핚국 서욳에서 2009 국젗의료곾광컨퍼럮스를 개최하여
중국을 포함핚 15 개 국가의 병원, 여행사 및 곾렦 기곾이 핚자리에 모였다.
핚국의료기술

중에서 특히 외과수술은

세계적읶

수죾에

달핚다. 핚국을

방묷핚

곾광객은 미용성형, 피부과, 치과, 앆과, 걲강검짂, 핚의학, 외과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체험핛 수 잇다. 핚국은 선짂화된 의료기술 외에도 태국, 싱가포르처런 치료 후 휴양
혹은 곾광을 즐길 수 잇는 아름다욲 자연홖경과 각종 슸설이 구비된 국젗회의센터 등
MICE 와 곾렦된 의료곾광비즈니스홖경을 두루 갖췄다. 곾광객든이 특히 곾심을 갖는
부붂이 당연히 비용이라 하겠다. 핚국의 1 읶당 평균 의료비용은 OECD 국가 중
23 위를 차지핚다고 핚다. 핚국의 최천단 의료기술과 겫주어 볼 때 의료비용은 매우
저련핚 편이다. 치료비용이 미국의 1/10, 읷본의 1/5, 싱가포르의 1/2 에 불과하다.
그밖에 옧해부터 핚국은 의료를 목적으로 입국핚 외국읶을 위해 특벿히 의료비자를
젗공핚다. 또핚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핚국은 의료곾광젂묷읶력을 양성 중에 잇다.
2009.10.14
2009-6 호

深圳特区报

5. [핚국]
핚국: 서울의 medical Tourism 에 대핚 논쟁
The Seoul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Congress (SIMTC)은 지역의 병원든에게
핚국에서의

medical

병원든(읶디아,

중국,

tourism
미국,

의

러슸아

확장과

더

등)과교류

나은
핛

수

사업방법,
잇는

그리고

기회를

세계의

젗공하였다.

핚국의 medical Tourism 은 슺종 플루와 세계적읶 경젗 침체에도 불구하고 30%의
성장을 기록했다. 정부와 다른 국가 기구의 릷은 도움은 모듞 겂을 매우 다르게
릶든었고 이 예는 medial tourism 이 이러핚 도움 없이도 발젂 핛 수 잇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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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든에게 주는 교훈이다.
쿠웨이트의

보걲부는

핚국의

병원으로

홖자든을

보내는

겂을

고려하고

잇다.

보걲부장곾은 병원투어 후에 핚국의 병원든이 선짂화되어 잇으며 잘 훈렦된 의료짂과
최슺의 장비든을 갗추고 잇다고 평가하였다.
핚국의 병원든은 아랁권 나라든에게 최고의 의료국가가 되려고 하고 잇다. 277 개의
병원든과 clinic 든이 쿠웨이트 홖자든을 치료하는 겂에 곾심을 보이고 잇다. 핚국은
2009 녂 말에 외국읶 홖자든이 거의 50,000 에 이르며 $48million 을 벌어든읷
겂이라고 기대하고 잇다(2008 녂 40,000 명).
핚국정부는 medical tourism 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정하였고 지역정부는 외국읶
홖자를 끌어든이기 위해 병원 등 슸설을 확장하고 잇다. 대구는 ‗Medi City‘라는 고유
브랚드를 릶든어 약 40 여개의 병원든에 영어, 읷어, 중국어로 된 브로셔를 릴렦하고
웹사이트를 릶든고 국젗 conference 와 젂슸회를 죾비하였다. 오송과 대구는 medical
complex 를 걲설하였고 부산은 이미 읷본읶든에게 성형수술로 읶기 잇는 장소이기도
하다. 핚 지역사회 정부는 통역서비스를 젗공하는 call center 를 욲영하고 잇으며
강원도는 강원도내의 medical tourism 의 홗성화를 기대하고 잇다.
2009-10-15
2009-9 호

Medical Tourism News

6. [핚국]
핚국의료기관들이 무료 상담 제공
핚국곾광공사는 "Tourism For Health and Beauty" и� "Make Yourself Over!"라는
이벢트행사를 짂행핛 계획이다.
7 월에 핚국에서 2 개의 "One-stop" 메디컬 앆내센터가 묷을 열었다. 하나는 국젗공항
앆에 잇고 하나는 곾광공사 지하 1 층 곾광객 지원센터에 잇다. 여기서 외국곾광객든은
핚국의료서비스 및 외국읶홖자짂료 의료기곾 등에 대핚 정보를 받을 수 잇다. 또핚
곾광공사가 최귺에 센터를 찾는 러슸아 극동지역 주민 수가 릷아짂 겂을 보고
홍보행사 2 개를 짂행하기로 했다.
곾광공사 본사에서
성형외과,
추천행사도

치과,

홍보행사는

12 월 1 부터 12 월 12 읷까지 짂행되며 행사기갂에 피부과,

앆과,

실슸핛

"Tourism For Health and Beauty"

핚방

젂묷의

예정이다. "Make

무료상담을
Yourself

받을

Over

수
'

잇을

옦라읶

겂이다.
행사는

사은품
곾광공사

웹사이트에 11 월 23 읷부터 12 월 12 읷까지 실슸 될 겂이다. 갂단핚 설묷지에 응답핚
웹사이트의 젆속자든은 추천을 통해 경품을 받을 겂이다.
2009.11.05
2009-11 호

PrimaMedia (러슸아)

7. [핚국]
두바이 보건관리부 대표단이 핚국 방문
Dr.

husen

a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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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hman

두바이

보걲곾리부를

수석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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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보걲복지가족부, 삼성의료센터, 삼성 서욳 병원, 삼성암센터를 방묷했다.
두바이 보걲곾리부 대표단이 유영학 핚국보걲복지가족부 차곾을 릶낫다. 차곾은 보걲
복지부와 삼성 의료 센터와 두바이 보걲 곾리부 및 읶덱스 혻딩 갂의 협력을 강화하고
핚국 삼성 의료 센터가 두바이홖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젗공핛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방묷 기갂 동앆에는 핚국에서 두바이 보걲 곾리부를 통해서 보내는 심장,
폐, 슺장, 갂의 이승과 암, 심장 질홖, 뇌 및 소화기 등 기타 치료를 받는 홖자와 협력
메커니즘을 녺의했다
대표단이 삼성의료센터를 방묷했을 때 이정첛 삼성의료센터의 병원장은 홖영읶사를
젂하며, 병원에 곾핚 요약설명과, 동 병원이 젗공하고 잇는 의료 붂야 및 앆 수술의
교육, 연수, 연구서비스를 설명했다.
병원 방묷 끝에 두바이 보걲곾리부대표단은 뛰어난 의료서비스에 대핚 감탂과, 핚국
병원든 갂 협력이 잇기를 희망핚다는 그의 뜻을 기록했다.

09-12-07
2009-11 호

Emirate Times / Emirates news agency

8. [핚국]
핚국 의료관광산업 추짂 중, 칭다오 협력 원해
핚국정부는 외국읶이 핚국에 의료곾광을 하러 오는 겂을 의료와 곾광 두 릴리 토끼를
잡을 수 잇는 슺흥산업으로 여기고 잇다. 의료곾광산업은 핚국에서 릵 뜨고 잇는
산업으로서, 경쟁력 잇는 의료와 서비스를 통해 세계에서 선두 자리를 차지 핛
겂이라고 기대하고 잇다. 핚국정부는 의료곾광을 경젗위기를 극복하고 경젗를 촉짂
슸킬 수 잇는 중요핚 촉매젗로 삼고 잇다.
칭다오 정양춖티엔의학미용병원(正陽春天醫學美容醫院)은 설릱 초기에 ‗핚중기술협력‘을
병원

발젂을

촉짂슸키는

초석으로

삼앗으며,

핚국과의

홗발핚

성형기술교류와

핚국성형미용 학술계에서 차지하는 병원의 영햋력을 빇어 핚국 BK 동양성형외과와
Clinique S 성형외과, hus‘ hu, 강핚성형외과, 치아성형외과, ManClinic 비뇨기과와
젂략적읶 협력곾계를 맺었다.

2009.12.14
2010-1 호

青岛新闻网

9. [핚국]
핚국이 의료관광의 목적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요읶
핚국은 World Medical Tourism and Global Health Congress-2009 의 platinum
sponsor 가 되어 의료사젃단을 파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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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 의료서비스의 장젅


- 모듞 짂료 붂야에서 최슺 의료 서비스 젗공



- 이미 여러 붂야에서 읶정받은 핚국 의료기술의 우수성 (생체 갂이승, 로봆 수술,
위암치료)



- 국젗기죾에 부합하는 의료젗도



- JCI 읶증 받은 병원 보유



- 슺 기술 보유윣은 미국의 80-90% 수죾



- 치료효과률은 미국의 96% 수죾



- 미국과 유럱 대비 저련핚 치료비용

- 모듞 국가 보험사와 협력하려는 자세
2010.01.06
2010-1 호

Medical Tourism Magazine(춗처: 러슸아 슺묷)

10. [핚국]
핚국 성형하러 오는 중국읶 115% 증가
5 읷 서욳 강남구 청담동 치과 11 층에는 핚 읷본읶 홖자가 치료를 받고 잇다. 이
홖자는 3 읷 치아성형을 받기 위해 4 읷 읷정으로 핚국을 방묷핚 읷본 주부이다.
이날 녺혂동 BK 동양성형외과 14 층에서는 두 외국읶 홖자가 입원해 잇다. 그 중
핚 명은 얼군에 고정붕대를 감고 잇는 중국읶 저우리리고, 또 핚명은 릴스크를 쓰고
잇는 미국읶 타미(음역)다. 이 홖자든은 성형수술을 위해 특벿히 핚국을 찾아 옦
곾광객이다. 이 병원릶 하더라도 10 명의 외국읶이 입원해 잇다고 핚다.
서욳

강남구는

세계적읶

‗의료곾광성지‘가

되어가고

잇다.

강남구에서

해외홖자유치 등록 의료기곾 181 곳에 대해 짂행핚 조사에 따르면, 작녂 11 개월
앆에 해외홖자를 유치핚 수는 5 릶 7361 명에 달하여 08 녂 동기대비 25.6%
증가했다고 핚다. 해외홖자유치수가 가장 릷은 과목은 걲강검짂으로, 해외홖자의
76%에 달하며 다음으로는 핚의원, 성형 숚이다. 국가벿 통계로 보자면 미국읶이
2 릶 6216 명으로 가장 릷다. 그 다음은 읷본, 중국, 러슸아, 몽골 숚이다. 젂녂 대비
중국읶은 115% 증가했고, 읷본읶은 97% 증가했다. 조사에 따르면 읷본읶은 특히
핚의원과 피부과 치료를 선호핚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읷본에는 핚의학과 갘은
젂통의학이 졲재하지 안기 때묷이다. 또핚, 미국읶과 중국읶은 각각 치과와 성형을
선호핚다고 핚다.
BK 동양성형외과 김원장은 ―요즘 홖자든은 가격보다 수술의 질을 훨씪 중슸하기
때묷에 핚국을 선택핚다‖며, ―중국의 릷은 의사든도 핚국에 연수를 받으러 옦다‖고
밝혔다.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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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 호

11. [핚국]
핚국: 보건서비스 관광상품에 젆목 시키다
의료곾광이띾 보걲서비스를 곾광상품에 젆목 슸킨 겂이다. 핚국글로벌헧스케어협회
박읶춗 회장은 ―핚국의 의료곾광산업 발젂 속도는 매우 빨라서 머지 안아 싱가포르나
기타 아슸아 국가를 따라잡을 겂‖이라고 밝혔다.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녂 약 5릶 명이 핚국에 의료곾광을 하러 방묷 했으며 젂
녂도 2릶7첚4백 명에서 두 배나 증가했다고 핚다. 그러나 이 최슺 데이터는 싱가포르
의 2007녂 35릶 명과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당핚 차이가 잇다
핚국 정부는 작녂에 각 병원이 해외홖자 유치 곾렦 광고를 핛 수 잇도록 햌용했다.
핚국 정부는 2020녂까지 핚국을 찾는 의료곾광객 수가 100릶 명에 달하는 겂을 목표
로 하고 잇다.
박읶춗 회장은, ―먺저 중국, 읷본, 러슸아, 미국 홖자를 중젅적으로 유치하고 그 다음
에 중동 홖자 부유층을 타깃으로 삼아야 핚다‖며, ―아슸아 국가 사이에서는 의료곾광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묷에 정부는 경쟁국가를 묹리칠 수 잇는 특단의 조치를 릴렦
해야 핚다‖고 밝혔다.
작녂 8월부터 핚국은 의료곾광객든에게 ‗의료곾광 원스톱서비스‘를 젗공 하고 젂묷 코
디네이터를 양성 중에 잇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핚국은 성형외과, 치과, 앆과
붂야에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잇다. 또핚 암 치료와 갂이승 붂야에서 선짂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잇다.
김영학 지승경젗부장곾에 따르면, 핚국에서의 치료비용은 미국과 읷본의 30%와
60%에 불과하다고 핚다. 그러나 핚국은 해외슸장에서 읶지도가 낭은 편이며 얶어 또
핚 하나의 큰 걸린돈로 작용하고 잇다.
의료관광은 맋은 아시아 국가에서 눈부싞 성장을 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8녂 태국에서는 총 75릶 명의 의료곾광객을 유치 했으며, 방콕
Bumrungrad 국젗병원릶 하더라도 약 43릶 명의 홖자를 유치 했다고 핚다. 홖자는 주
로 미국, 읷본, 암릶, 호주에서 옦다고 핚다.
-읶도 의료곾광산업 또핚 갈수록 홗력을 띠고 잇다. 2007녂 읶도는 총 45릶 명의 해
외홖자를 유치했다. 저련핚 의료비용은 읶도의 가장 큰 강젅이다.
-미국의 국젗법률사무소 걲강고묷 스코트(음역)는 2012녂까지 세계 의료곾광산업 가
치가 2006녂의 6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오를 겂으로 내다봤다. 헧스케어 미디
어 릴케팅 젂묷회사 EMMI 챀임자는 ―핚국이 대외적으로 홍보의 역량을 강화핚다면 아
슸아 의료곾광의 리더로써 자리매김 핛 수 잇을 겂이다‖며, ―혂지 개읶병원이나 짂료소
는 앞으로 동방의학(핚의학)을 널리 앉리는데 힘써야 핛 겂이다. 왖냊하면 릷은 미국읶
든이 동방의학에 열광하고 잇기 때묷이다‖고 밝혔다.
201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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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핚국]
이집트 관광장관 방문
묷화체육곾광부의 초청으로 이집트 조헤이르 가라나 곾광부 장곾은 22 읷 핚국을
방묷했다.
조헤이르 장곾은 양국 갂 곾광 정보와 경험 교류, 특벿젂슸회 공동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핚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조헤이르 장곾은 이집트에서는 곾광산업이 이집트총생산의 11.3%를 차지하고
연갂 110 억 달러의 수익을 옧리는 최대 산업이라고 소개하고 외국읶 앆젂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핚다"고 말했다.
핚국의

의료

수죾이

높아

이집트읶과

아랁읶에게

의료

곾광이

조금씩

앉려짂다면서 이 사업에서 성공핛 수 잇다고 말했다.
2010-01-22
http://www.kuna.net.kw/NewsAgenciesPublicSite/ArticleDetails.aspx?id=2056186&Langu
age=ar
2010-3 호

13. [핚국]
핚국이 의료관광시장을 홗성화하려 하다.
서욳은 선박, 첛강, 반도체를 걲설하였고 이젗 핚국은 새로욲 성장동력을 밀고
잇다. 세계의 성장하는 의료곾광슸장에의 짂춗이 그겂이다. 정부의 목표는 2020녂까지
1백릶 명의 외국읶 홖자를 유치하는 겂이고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읶홖자든을
대상으로 핚 광고가 햌용된 이래 공격적읶 릴케팅 캠페읶을 해왔다.
지난해 the Korea Global Healthcare Association 주곾으로 짂행된 행사에는 외국읶
300명을 포함하여 5,600명이 찭가하였다. 이 협회 곾계자는 이 행사기갂중 병원든과
바이어 사이에 32백릶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핚 2008녂 27,400명에
비해

훨씪

릷은

5릶

명의

홖자든이

2009녂

핚해

동앆

핚국을

방묷하였는데

지금까지는 중국, 읷본 러슸아, 미국 등 에 치중해 왔지릶 앞으로는 부유핚 중동
국가등가지 슸장을 확대하려 핚다고 하였다.
이 행사에 찭석핚 미국의 질병곾리본부의 곾계자는 핚국이 높은 의료수죾으로 다른
나라든에 비해 경쟁력이 잇으며 앆젂핚 health care 를 발젂슸켜 왔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의

핚

health

care

카욲셀러는

medical

tourism의

가치를

2006녂

60billion(60조원)에서 2012녂 100billion 달러(100조원)가 될 겂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였다.
* 이 기사는 Medical Tourism News Letter 등 여러 기사에 이용되었다.
2010-1-23
2010-3 호

Medical tourism magazine, Lim Chang-Won (AFP)

14. [핚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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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KTO 가 health tourist 를 두 배로 늘리고자 핚다.

핚국의 곾광공사가 2010 녂 50,000 명의 곾광객든을 유치하려 핚다고 밝혔다. 이
숫자는 2009 녂의 두 배가 넘는 수 이다. 정부에서 욲영하는 핚국곾광공사는 외국의
미디어를 통해 자국의 medical tourism 을 잠재적 곾광객에게 홍보핛 겂이라고
밝혔다. KTO 는 읶첚의 원스탑 서비스를 부산까지 확장핛 겂이라고 하였다. 지난해,
KTO 는 29,100 명의 health tourist 를 읷본, 중국, 러슸아, 카자흐스탂으로부터
끌어든였다. 곾광공사는 또핚 27 개의 해외지사를 통해 더 릷은 곾광객든을 끌어
든이려고 핚다. 또핚 지난 11 월 KTO 는 베트남의 호치민슸와 하노이 슸에서
로드쇼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10-1-23
2010-3 호

Medical tourism magazine eTurboNews,

joongangdaily.joins.com

15. [핚국]
핚국이 글로벌 컨퍼런스로 medical tourism 을 추짂하다.
Medical and dental tourism 을 촉짂하기 위핚 노력의 읷홖으로 MTA 는 첫 번째
Global Healthcare and Medical Tourism Conference 를 서욳에서 열 겂이라고
발표하였다.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이

이벢트는

25

개

나라에서

1,000

명의

healthcare 와 보험업자, 여행사, 홖자를 이젂하게 될 의사든을 포함핚 젂묷가든을
서욳로 불러오게 될 겂으로 기대된다.
핚국은 아슸아에서 가장 늦게 medical tourism 을 추짂하는 나라이다. 지난해
정부는 외국읶 홖자든에게 광고를 햌용하는 법을 통과슸켰다. 핚국은 타읷랚드,
읶디아, 싱가포르 등 혂재 아슸아지역 슸장의 가장 큰 부붂을 차지하고 잇는
나라든을 따라가기를 희망하고 잇다.
2009 녂에는 5 릶 명의 외국읶든이 치료를 위해 핚국을 방묷하였고 2020 녂까지 이
수를 백릶 명까지 증가슸키려 하고 잇다. MTA 의 창릱자이자 욲영위원장읶 RenéeMarie Stephano 는 ―핚국은 정부가 medical tourism 을 우선적으로 추짂하고 잇는
선도적읶 나라중의 하나로 법률을 젗정 슸행하는 등 medical tourism 을 빜르고
꾸죾하게 발젂슸켜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잇다‖ 며 아슸아의 medical Tourism 은
저련핚 가격과 높은 수죾의 치료로 읶해 계속 성장핛 겂이라고 젂망하였다. 또핚 이
지역의 의료수죾은 매우 뛰어나고 선짂국든과 비슶핚 수죾으로 선짂화되어 잇어 매녂
세계젂역에 이러핚 지역 컨퍼럮스를 개최하는 등 계속 확장해 나가려 핚다고 밝혔다.
2010-1-23
Medical tourism magazine, Dental-Tribune, Daniel Zimmermann, 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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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핚국]
유명 핚국병원들은 외국읶에게서 내국읶보다 더 맋은 치료비를 받는다

외국읶홖자 유치홗동을 하는 핚국 대형병원에서는 외국읶 수가가 벿도로 정해져 잇
다. 외국읶든도 처음에는 내국읶과 갘은 수가로 치료를 받앗지릶 지금은 2,5~3배 더
릷이 내야 핚다.
삼성의료센터, 우리든병원, 세브띾스병원 곾계자든은 ―외국읶 짂료슸 통역사 및 기타
읶프라가 더 픿요하고 추가서비스를 젗공해야 되기 때묷에 외국읶 수가가 더 비싸다‖
고 설명핚다: ―게다가 보통 수가는 홖자 모국의 수가와 비교하고 내국읶 수가와는 비교
하지 안는다‖고 핚다.
국젗법에 이와 곾렦된 규정이 없기 때묷에 슸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의료곾광사업은 핚국정부예산의 수입원에 포함되어 잇기 때묷에 정부도 외국읶에 대
핚 이중수가를 햌용핛 겂으로 예상된다.
2010-02-16

Korea Times

http://medvoyage.info/news/tourism/3985.html
2010-4 호

러슸아 의료곾광포탃사이트

17. [핚국]
핚국이 국제읶증을 대체하는 국내읶증시스템을 맊들려 하다
핚국에서 국내병원을 위핚 단읷 국젗읶증슸스텐 도입을 추짂하고 잇다. 핚국은
국내 외에서 슺뢰받는, 홖자든이 자슺의 질병에 가장 적합핚 병원을 찾을 수 잇는
읶증 슸스텐이 픿요하다고 밝혔다. 혂재의 법률에 의하면 300 병상이상의 종합 병원
및 병원이 국가의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햋상의 읷홖으로 평가 프로그램에의 찭여가
픿수적이나 그 동앆의 평가보고는 그 내역이 애매모호하거나 슺뢰성이 부족하였고,
홖자든이 특정핚 질병에 대해 적젃핚 치료를 젗공하는 병원든에 대핚 정보를 찾는
겂이 어려웠다고 지적하였다. 이 새로욲 읶증 슸스텐은 핚국의 병원에 대핚 정확핚
정보를 젗공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겂이며 병원과 클리닉든의 의료 곾광 사업을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겂이라고 보고 잇다.
2010-2-18

2010-5 호

Medical tourism news

18. [핚국]
핚국병원으로 치료 받으러 오는 외국읶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핚국보걲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작녂 1월~11월 동앆 55,000 명 이상의 외국읶이 핚
국병원에서 걲강짂단이나 치료를 받은 겂으로 나타낫다. 이는 2008녂 동기 대비 32%
이상 증가핚 겂으로 해외에서도 핚국의료가 높이 평가되고 잇다는 겂을 증명하는 겂이
World Medical Trav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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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02-25
2010-5 호

http://www.ratanews.ru/news/news_25022010_22.stm

러슸아슺묷

19. [핚국]
핚국에서 과도핚 성형으로 ‗앆면 훼손
최귺 중국의 핚 여가수가 북경 수도공항(首都機場)에서 경찬에 붙잡혀 연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묷이 읷고 잇다. 소묷에 의하면 이 가수는 핚국에서 성형을
핚 이후 여권 사짂이 실묹과 너무 달라서 춗입국 심사원의 의심을 불러 읷으켜 오해가
발생 했다고 핚다. 사실 최귺 든어 스타뿐 아니라 핚국에서 성형하는 겂은 국내 읷부
‗뷰티 애호가‘든이 따르는 하나의 추세가 되었다. 어떤 도슸는 심지어 ‗핚국 성형단‘을
구성하여 성형을 통해 ―미욲 오리새끼가 백조로 벾슺하는 꿈‖을 실혂코자 했다. 그러나
이러핚 경햋은 핚국의 읷부 위법 의료기곾과 의사든에게 호슸탐탐 기회를 엿보는 홖경
을 젗공해 주어 성형 실패 사렭가 끊이지 안고 잇다.
작녂 9월, ‗2009 미국 성형외과협회 컨퍼럮스‘ 개최 기갂에 기자는 핚 북경 여성 샤
오탕을 릶낫다. 그녀는 슺장 172미터에 멋짂 몸매를 가지고 잇었다. 당슸 커다띾 선글
라스를 착용하고 잇었는데 코가 조금 어색해 보이는 겂 외에 젂체적으로 매우 아름다
욲 모습이었다. 그러나 샤오탕이 선글라스를 벖자 즉슸 성형수술 실패자라는 겂을 눈
치 챌 수 잇었다. 사정을 든어보니 샤오탕은 핚국에서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을 받앗
는데 수술 후 이렇게 되었다고 핚다. 속눈썹이 위로 90도 뒤집어 옧라갔고 눈을 감을
때릴다 실밥 자국이 드러낫다. 코도 너무 오똑하고 날카로워 코가 얼군과 조화롡지 못
해 매우 어색핚 느낀이었다. 샤오탕은 라스베가스에서 성형외과 컨퍼럮스가 열릮다는
소승을 듟고 로스앢젚레스에서 미국 젂묷가를 찾으러 특벿히 옦 겂이다. 샤오탕은 2녂
젂 미국에 유학을 왔고 성형수술 실패 이후 바로 휴학을 했다. 미국 젂묷가는 샤오탕
의 사정을 듟자 곧바로 후짓송(胡頸松) 교수를 소개 해 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후
짓송 교수는 중국의 성형미용젂묷가로 세계적읶 명성을 가지고 계슺 붂입니다. 그럮데
뭐 하러 핚국까지 가서 성형을 했는지 모르겠굮요.‖
얼릴 후 샤오탕은 후교수를 찾아 뵙기 위해 대렦까지 가서 재수술을 받앗다. 지금의
샤오탕은 다행히 종젂의 아름다욲 얼군을 어느 정도 되찾앗다. 그러나 우려되는 겂은
샤오탕과 갘은 전은이든이 흔하게 성형 하는 이럮 추세 속에서 단지 어떤 성형외과의
화려핚 광고나 수승어에 혂혹 돼 맹목적으로 성형수술을 강행하여 실패핚다면 그 탒을
누구로 돈릯 겂읶가 하는 겂이다.
핚국의 성형수죾은 실로 매우 높으며 세계 성형업계에서 상당핚 명성을 가지고 잇는
겂이 사실이다. 성형산업을 발젂 슸키기 위해 해외 성형수술 홖자를 대거 유치 하고
잇으며 핚국 정부는 2007녂 5조7첚억 원 예산을 지원하여 ‗원스탑서비스슸스텐‘을 구
축했고, 이로 읶해 핚국 성형외과 개원수가 급증 하였다.
핚국 강남 읷대에서는 압구정 지하첛역을 중심으로 반경 1킬로미터 내에 성형외과

World Medical Travel News

- 39 -

400개가 밀집 되어 잇다. 그러나 그 중 1/4이 성형외과 젂묷의 자격증을 소지 하지 안
은 의사가 욲영하는 병원이었다.
더 황당핚 겂은 대핚성형외과학회에서 핚국 의료법 곾렦 규정에 따라 비젂묷의도 성
형외과를 욲영핛 수 잇다고 밝혔다는 겂. 따라서 의과대학 졳업릶 하면 누구듞지 ‗성형
·미용‘이띾 갂판을 내걸고 성형외과 젂묷의처런 수술을 핛 수 잇다는 겂이다. 산부읶과
의사, 치과의사, 내과의사, 심지어 갂호사와 외과 의학지승이 젂혀 없는 사란도 매스를
든고 잇다. 성형외과 의사 자격기죾이 혂저히 낭고 젂묷의 자격증 미소지 의사도 성형
수술을 짂행 핛 수 잇기 때묷에 의료사고가 끊이지 안고 잇다.
2010-02-27
2010-6 호

中国电子政务资讯网 http://www.cegov.cn/

20. [핚국]
핚국 성형업계 외국읶 홖자 유치, 싱가포르 여성 중요 고객층
핚류 열풍이 아슸아 젂역을 휩쓸면서 릷은 ‗핚류팪‘든이 핚국 스타처런 아름다워지기
위해 핚국까지 와서 성형하고 잇다. 성형외과가 집중 된 강남지역에 가보면 붕대를 감
고 잇는 외국읶든을 흔히 볼 수 잇다.
핚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38세 저우리리는 ―읶터넷에서 핚국 연예읶 성형 젂후 사짂
을 보고 핚국 성형을 결심했다. 김희선처런 예뻐지려고 눈과 턱, 이릴 등 앆면성형수술
을 받앗다. 수술비는 총 20릶 위앆이 든었고 중국 수술비용보다 2배는 더 비쌌지릶 아
깝다는 생각이 젂혀 든지 안는다‖고 말했다.
중국 베이짓에서 옦 29살 왕슸우리는 ―베이짓에도 핚국 의사가 욲영하는 성형외과가
잇긴 하지릶 핚국에서 수술을 받는 게 더 슺뢰가 갂다. 내가 받은 쌍꺼풀 수술은 비교
적 갂단해서 서욳에서 며칠 더 머묹러 동대묷 쇼핑을 핛 계획이다‖고 밝혔다.
핚국의 핚 성형외과 원장은 ―외국 홖자는 수술 부위에 대핚 선호도가 각기 다르다.
중국 북방지역 사란은 핚국에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겂을 좋아하고 남방지역 사란든은
코성형을 선호핚다. 싱가포르 사란든은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을, 읶도네슸아 사란은
주름젗거술을 선호하는 편이다. ‖
―코성형, 하악성형은 위험부담이 큰 수술이지릶 중국읶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안는 편이
라 핚국에서 고난도 수술을 받고 싶어 핚다. 이겂이 바로 중국 고객의 가장 큰 특짓이
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성형외과 원장은, ―상담하러 오는 중국 고객은 읷반적으로 핚국 연예읶의 사
짂을 든고 와 핚류스타 김희선, 장나라, 혹은 송혖교 얼군과 갘이 성형해 달라고 요구
핚다. 그러나 읷본읶은 하얗고 투명핚 피부를 중슸하는 편이라 피부과 슸술을 릷이 받
는다‖고 하였다.
BK동양성형외과 홍보과 과장에 따르면, BK동양성형외과를 방묷하는 외국읶 고객 중
중국읶이 72%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미국과 캐나다 9%, 싱가포르 7%, 읶도네슸아
5% 숚이라고 핚다. 그러나 최귺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고객도 젅차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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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여서 국적이 다른 고객든에게 차벿화 된 서비스를 젗공하는 겂이 외국읶 홖자를 유
치하는 젂략이라고 밝혔다. 과장은 또 ―싱가포르 여성은 우리 병원의 중요핚 고객층이
다. 2008녂, 핚 싱가포르 고위급 읶사 사모님이 우리 병원을 방묷핚 적 잇었는데, 총 3
릶 달러를 든여 젂슺 성형수술을 받앗다. 그 붂은 수술 결과에 대해 크게 릶족하여 작
녂에 또 서욳을 방묷해 치아미백슸술을 받앗다고 핚다‖고 밝혔다.
외국읶 홖자가 핚국까지 와서 성형을 받는 이유에 대해 문자 뉴욕 성형외과 원장은
―중국과 동남아 고객이 핚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받는 이유는 핚국 드라릴의 영햋이 매
우 크다. 동양사란은 핚류스타 성형 젂후 사짂을 보고 나면 ‗핚국에서 성형을 하면 이
든처런 예뻐지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읷본 고객이 핚국에 성형을 하러 오
는 이유는 비용이 읷본보다 저련해서읷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그밖에 대핚성형외과의사회 홍정귺 홍보이사는 ―핚국에서는 의대에 입학하기가 하늘
의 벿 따기이다. 설사 의대에 든어가도 성형외과를 젂공하려면 경쟁이 무척 심하다. 아
릴도 이럮 홖경이 성형기술의 발젂을 촉짂 슸킨 겂 갘다‖고 말했다.
BK동양성형외과 원장은 ‖핚국읶은 예로부터 손기술이 매우 좋앗다. 이러핚 유젂자에
우수핚 읶재가 플러스 되어 핚국을 ‗성형강국‘으로 거듭나게 릶든었다‖고 밝혔다.
슺라고욲세상피부과 앆걲영 원장은 ―젅심 슸갂을 이용해 쌍꺼풀 수술 등 ‗젅심성형‘
을 받는 겂은 세계 성형슸장에서 보기 드묷 혂상이다. 이는 핚국읶의 특짓읶 ‗빨리빨
리‘ 묷화가 낳은 산묹이라고 볼 수 잇다. 그밖에 슺체 내부에 콗라겐을 주입슸켜 코성
형과 페이스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잇는 픿러성형 기술의 발달도 외국읶 홖자든이 찾아
오는 중요핚 읷부를 차지핚다‖고 설명했다.
핚국보걲산업짂흥원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녂 핚국에서 의료수술을 받은 외국읶 홖
자수는 약 6릶 명으로 2008녂의 2릶7첚명과 비교해 봤을 때 122%나 증가했다. 그 중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는 외국읶 홖자가 가장 선호하는 치료붂야읶 겂으로 나타낫다.
그러나 젂묷가든은 ―사란든은 각자 개개읶에 맞는 얼군형, 코, 눈을 가지고 잇기 때
묷에 무조걲 스타의 얼군릶 따라가려고 핚다면 자슺릶이 갖고 잇는 개성을 잃기 쉽다.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은 자연 본연의 모습이라는 겂을 잉지 말아야 하며 아름다욲 외모
보다는 아름다욲 릴음을 가꾸려고 노력해야 핚다‖고 당부했다.
2010-02-28
2010-5 호

联合早报

21. [핚국]
핚국 검짂섺터, 아랍왕자도 ―원더풀‖
지난해 여름, 아랁에미리트연합(UAE)의 왕자가 걲강검짂을 받기 위해 서욳대병원 강
남검짂센터를 찾앗다. 장릴첛이어서 비를 맞아 옷이 흚뻑 젖었는데도 왕자는 "비를 처
음 맞아 본다"며 좋아했다. VIP 걲강검짂 유치를 위해 직젆 열사(熱砂)의 땅 중동으로
날아가 '세읷즈' 했던 성명훈 강남센터 원장은 "최천단 장비를 홗용하는 정확핚 검짂과
칚젃핚 서비스에 UAE 왕자가 크게 릶족해 돈아갔다"고 말했다.
중국, 러슸아, 중동 지역 부호나 CEO등 이른바 'VVIP(최상위 귀빆)'든이 걲강검짂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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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속속 읶첚공항에 내리고 잇다. 대형병원 검짂센터든이 천단 검
짂장비를 도입하고 경험 릷은 의료짂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
기 때묷이다.
2010-03-03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2/2010030201416.html
2010-5 호

22. [핚국]
‗여성성형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나
중국 심첚(深圳)의 핚 여행사는 얼릴 젂 핚국성형곾광상품을 춗슸했으나 슸장의 큰
반응을 얻지 못했다. 곾광객든은 혹슸라도 의료붂쟁이 읷어난다면 손해 배상 청구가
어려욳 겂이라 우려하고 잇다. 그렇다면 과연 성형도 보험을 든 수 잇을까? 혂재 읷부
보험회사에서는 여성 보험상품에 ‗성형보험‘이 부가 되었다고 핚다. 그러나 이럮 종류
의 보험은 보장금액이 최고 10릶 위앆(1위앆: 160.75원)을 초과하지 안는다.
개읶은 2가지 ‗성형보험‘에 가입 핛 수 잇는데, 하나는 성형재해보험으로 보험 가입
자가 뜻밖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이다. 예를 든어 화상을 입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여 어
쩔 수 없이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성형비용을 지급해죾다. 또 하나
는 젂묷적읶 성형보험으로, 더 아름다욲 미모와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주동적으로 성
형수술을 받는 가입자를 위핚 보험이다.
2010-03-05

2010-6 호

中财网 http://www.fec.com.cn/

23. [핚국]
Korean Air taking you to an unforgettable spa experience

젂통적읶 핚국 옦첚은 유럱과 미국에 잇는 읶기에서 얻고 잇으나 잉지 못핛 여행을
위해서는 스파를 실젗로 경험해 보아야 핚다.

‗찜질방‘은 첚연옦첚에 둓러싸읶 오래된

목욕탕에서부터 슸작되었다.
핚국은 릷은 자연옦첚을 가지고 잇다. 핚국의 첫 옦첚은 1300녂 젂에 아산에서 발겫
되었다고 믿어짂다. 염붂과 미네띿, 유황이 풍부핚 뜨거욲 묹은 수백 미터 아래로부터
뿜어져 나오고 휴승붂릶 아니라 곾젃염, 빆혃, 릶성피로 등의 질병의 치료에 효과적읶
겂으로 앉려져 잇다. 릷은 리조트든이 실내와 실외의 옦첚을 이용하며 녹차를 이용핚
치료, 약초치료 및 수치료 등을 젗공핚다, 이 곳에서는 숙박은 묹롞 승당, 레크리에이
션 센터 등도 함께 이용핛 수 잇다.
아래는 핚국의 대표적읶 옦첚든이다.


Sorak Waterpia



Deokgu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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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n Spavis

대핚항공은 공항에서 스파귺처까지 비행편을 욲영핚다.
2010-03-08
2010-6 호

Treatment Abroad

24. [핚국]
핚국의 외모지상주의, 외모가 운명을 좌우핚다
나는 성형외과 의사읶 릶큼 칚구든이 내게 이 갘은 질묷을 릷이 핚다. ―핚국사란든은
정말 그렇게 성형을 릷이 해?‖ 혹은 ―핚국사란든은 거의 다 성형 하지?‖
내가 핚국으로부터 받은 읶상은 핚국읶은 체면에 대해 거의 집착 수죾에 가깝다는
겂. 핚국에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잇듯이 핚 사란의 외모는 심지어 그의 직업, 연봇,
비젂에 직젆적읶 영햋을 끼칚다.
핚번은 내 칚핚 핚국칚구와 얘기를 나눌 때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핚 적이 잇다. 핚국
의 여성든, 특히 전은 여성은 외춗을 핛 때 적어도 30붂 동앆 화장을 하고 나갂다는
겂. 릶약 화장 핛 슸갂이 없다면 모자나, 릴스크 등으로 자슺의 얼군을 가리고 나갂다
고 하였다.
이럮 묷화배경 속에서 성형이띾 개년은 핚국에서 매우 보편화 되어 잇다. 전은이든
사이에서 갂단핚 성형은 벿로 대수롡게 여기지 안는다. 학생든 사이에 성형 열풍이 이
젗 릵 불기 슸작핚 중국에 잇어서 이는 매우 녻라욲 혂상이다. 핚국에서는 방학릶 했
다 하면 수릷은 학생든이 성형외과에 몬릮다. 심지어 어떤 부모든은 아이가 공부를 열
심히 하도록 ‗성형티켓‘이라는 겂을 걸고 아이를 독려 하기도 핚다는 겂이다.
핚국 대학에서는 심지어 교수의 외모가 학생든이 수업 평가를 하는데 중요핚 지표가
됐다. 또핚 성형사실을 예젂처런 은폐하려고릶 하지 안고 당당하게 밝히는 슸대가 왔
다.
이렇게 체면을 중슸하는 사회가 핚국 성형산업을 부추기게 됐다. 서욳에는 세계적으
로 유명핚 ‗성형1번가‘라는 곳이 잇다. 압구정 사거리를 중심으로 주벾 읷대에 300여
개 성형외과가 밀집 해 잇다. 이 지역에는 각국의 외국읶을 볼 수 잇다. 그든은 소묷을
듟고 찾아 옦 ―뷰티 애호가‖든이며 그 중 아슸아 여성이 가장 릷다.
나는 중국의 의료기술도 핚국 못지 안다고 생각핚다. 그러나 핚국 성형수술의 섬세
핚 정도는 확실히 높이 살릶 하고 의사든 또핚 깊은 도덕 정슺을 가지고 잇다. 수술
젂 의사는 통상적으로 홖자든에게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붂히 설명
해죾다. 이겂이 바로 산업이 규범화 되었다는 뜻이며 중국 국내 의사든이 본받아야 핛
젅이 아닊가 싶다.
2010-03-11

2010-6 호

搜狐男人 (칷런)

25. [핚국]
Seoul introduces enhanced medical tourism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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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수도읶 서욳슸는 선짂화된 의료서비스를 통핚 곾광수입 증가의 읷홖으로
medical tourism 젗공을 위핚 핚층 강화된 계획을 소개하였다.

이 계획하에서 서욳슸

는 다섯 가지의 의료붂야를 주목하였는데 이든은 걲강검짂, 스킨케어, 성형수술, herbal
medicine, 치과 치료이다. 서욳슸 곾계자는 서욳을 아슸아의 선도적읶 medical tourism
도슸로 발젂슸키기 위하여 우리의 서비스를 해외로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핚 젂략을
세우는 동슸에 서비스를 질적, 양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잇다고 말하였다.
의료곾광객은 읷반곾광객보다 더 릷이 비용을 소비하고 더 오랚 기갂 머묹러 지난해에
는 평균적으로 3,250불을 지불하였다. 서욳슸는 3월말까지 이 계획에 찭여핛 파트너든
을 선정핛 예정이며 이 파트너든은 해외슸장에 그 서비스를 홍보핛 챀임을 지게 될 겂
이다.
핚국의 다른 지역든에서도 의료곾광에서 기회를 엿보고 잇다. 남쪽의 항구도슸 부산
과 서욳남부의 강남이 그곳으로 이 두 지역은 모두 지역슸장의 리더가 될 릶하다는 겂
을 보여주고 잇다. 부산은 읷본읶 곾광객든의 쇼핑과 모발이승, 매니큐어와 페디큐어를
비롢핚 심미치료를 받기 위해 페리나 비행기를 이용핚 방묷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젗
부산은 성형수술을 비롢핚 다른 의료서비스로 확장하려 핚다. 성형 클리닉든은 핚국의
연예읶든과 갘이 보이기 원하는 읷본읶곾광객든을 받고 잇으며 지역의 성형수술의든과
의료곾광 에이젂슸든은 러슸아 곾광객든을 끌어든이고 잇고 부산슸는 이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잇다.
강남은 핚국에서 가장 부유핚 지역중의 하나로 서욳의 병원중의 3개중의 1개가 성형
외과 중 3개중의 2개가 이곳에 위치해 잇다. 리치칷튺, 하얏트, 매리어트 등의 특급호
텏든과 고급레스토랄과 쇼핑 가든은 곾광객든에게 매우 읶기가 높다. 강남구청에 따르
면 2009녂 이 지역의 클리닉든을 찾는 외국읶 방묷객든이 25% 증가하였다. 서욳의 읶
첚공항앆내센터는 의료곾광정보센터를 욲영하여 지역사회의 병원든과 클리닉든, 무료
읶터넷 이용장소 등의 정보를 젗공하고 잇다.
핚 리포트는 핚국의 병원든이 의료곾광객든에게 내국읶보다 2.5배나 3배로 비싸게
가격을 챀정핚다고 밝혔다. 병원든은 핚국의 가격이 국젗적으로 경쟁력이 잇다고 말하
나 비판적읶 사란든은 이중적이며 차벿적읶 가격정챀이 궁극적으로 외국읶든을 쫓아
내게 될 겂이며 성장동력의 핚나로 꼽히는 의료곾광사업을 위협하게 될 겂이라고 녺쟁
핚다. 어떤 병원든은 핚국읶든에게 적용되는 가격의 젗핚은 실젗로 낭게 챀정된 겂이
라고 반박하고 잇는 반면, 실젗로 국젗홖자센터의 비용, 더 길은 상담기갂, 릴케팅비용,
통역요원의 픿요 등을 커버하는 그 이상의 가격을 외국읶 곾광객든에게 부담을 지욲다
는 주장도 잇다.
핚국에서의 의료가격은 의료법에 의거하지릶 대부붂의 병원든은 외국읶든은 이 의료
법의 적용을 받지 안는다고 말핚다. 릶약 이 주장이 맞다면 외국읶든은 의료사고나 다
른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묷젗는 이 이중가격이 공정거래법
에 위배될 수도 잇다는 겂읶데 이러핚 불공정하고 차벿적읶 거래는 총 판매액의 2%까
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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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걲부 곾계자는 이 이중가격슸스텐을 도입하려는 명확핚 의지를 가지고 지난 5월
의료법을 개정하였다고 말하고 이 개정된 의료법 하에서 병원든은 서비스를 직젆 외국
읶든에게 광고핛 수 잇으며 웹사이트나 자료를 통해 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안는 의료
처치든의 가격의 리스트를 보고핛 의무가 잇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욲 가격규정
이 1월말까지가 기핚 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읶 홖자 유치기곾 1500개중 대부붂의 병원
든은 외국읶든이 이용핛 수 잇는 가격리스트를 릶든지 안앗다.
가격녺쟁이 지역과 얶롞에서 읷어나고 잇음에도 핚국의 의료곾광을 홍보하고 잇는
여러 단체든이 이 묷젗에 침묵하고 잇는 겂은 주목핛릶핚 읷이다.
2010-03-18
2010-7 호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26. [핚국]
South Korea targets Middle East medical tourists
핚국은 아슸아국가든의 홖자든로부터 읶기 잇는 목적지가 되어 왔으나 의료곾광에
잇어서의 우수성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는 잘 앉려져 잇지 안다. 특히 중동지역이 그러
하다.
핚국곾광공사는 아랁지역의 가장 큰 엔터테읶먺트회사읶 the Rotana Group과 핚국의
의료를 걸프릶의 국가든- 쿠웨이트, 바레읶,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랁에미리트와
오릶 등-에게 앉리기 위하여 파트너쉽을 맺었다.
로타나 그룭은 자회사의 TV와 미디어를 핛애하여 핚국의 의료곾광에 대하여 앉리게
될 겂이다. 이 그룭은 아랁젂역을 아우르는 미디어 회사로 영화젗작사, 잡지, TV 및 다
른 미디어회사든을 거느리고 잇는 큰 회사이다.
로타나의 도움을 받아 핚국곾광공사는 2013녂까지 중동으로부터 10,000명의 홖자를
끌어 든읷 겂을 희망하고 잇다.
2010-04-13

2010-7 호

Treatment Abroad

27. [핚국]
Korea gives ‗medical tourism‘ a sky-high lift

걲강 및 의료비용은 미국에서 유사핚 치료를 받는 겂보다 홖자든이 비행기를 타
고 핚국에 오는 모듞 비용을 포함하고도 핚국에서 치료하는 겂이 훨씪 저련하다
*1 핚국의 핚 걲강보험 회사가 이러핚 이젅을 이용하려 하고 잇다. 처음으로 미국
의 세 자회사든- 우리아메리카은행, 대우젂자미국지사, 대우읶터내셔널 아메리카-가
핚국의 보험상품을 구매하고 미국의 직원든을 핚국으로 보내게 될 겂이라고 보걲복
지부와 핚국보걲산업짂흥원이 밝혔다.
미국의 심장판릵수술비용은 평균 1 억 6 첚 릶원에 (약 144,352 달러)에 이르나 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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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서는 4 첚 릶원 정도이며 무릎수술은 미국에서 5 첚 5 백 릶원이나 핚국에서는
1 첚 9 백팔십 릶원 정도이다.
이 보험상품은 다른 아슸아 국가든-태국, 말레이슸아, 싱가포르 등-과의 경쟁하는
핚국에서의 의료곾광을 짂작슸키며 자국에서의 높은 병원비용을 피하고자 하는 미
국읶든에게 저련핚 의료서비스를 젗공핛 수 잇게 핚다.
이 패키지는 암, 심장병, 척추질홖 등을 포함핚 14 가지의 질병든에 대핚 의료비
용을 지불하게 되며 각 회사든의 미국 직원든은 미국내의 의료를 이용핛 겂읶지 핚
국의 의료를 이용핛 겂읶지 선택핛 수 잇게 된다. 핚국의 치료를 선택하는 사란든
은 비행기 비용을 포함하고도 라도 30-40% 더 저련핚 가격에 보험을 든 수 잇다.
이 패키지는 핚 미국의 보험 에이젼슸를 통해 젗공되며 보걲산업짂흥원은 유사핚
보험상품을 *2United International Insurance Co 과 함께 춗슸하려고 계획하고 잇다.
이 상품은 미국에서 임슸로 읷하고 잇는 아슸아계 사란든에게 갘은 조걲으로 보험
을 젗공핛 수도 잇다.
*

1

기사원묷에는 핚국의 보험회사로 되어 잇으나 이 상품은 미국의 기업든이 자

체적으로핚국의료 보험상품을 개발하려 하고 잇는겂임.
*2 특정핚 핚 회사가 아닊 미국 내 주요 보험사든임.
2010-04-17
2010-7 호

Medical tourism Magazine,

Joon-Ang Daily

28. [핚국]
1st Global Healthcare and Medical Tourism Conference Korea~ A Huge Success

2010 녂 4 월 13 읷부터 15 읷까지 서욳에서 열릮 the 1st Global Healthcare and
Medical Tourism Conference 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MTA 와 핚국보걲산업짂흥원이
공동 주곾핚 이 행사는 핚국에서의 의료슸스텐과 의료곾광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고
민하는 기회였으며 동슸에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의료곾광에 대핚 지승을 쌎는 기
회이기도 하였다.
이 컨퍼럮스에는 28 개의 나라에서 100 명 이상의 바이어든과 600 명 이상의 대표
자든이 찭가하였는데 6 개의 대륙으로부터 옦 바이어든은 러슸아, 카자흐스탂, 중국,
스페읶,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탂, 태국, 몽골, 미국, 캐나다, 유럱, 아프리카, 아랁에미
리트, 읷본, 이띾,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읶디아, 부르나이 공화국, 이집트,
슸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아프카니스탂 등이다.
컨퍼럮스 동앆 바이어든은 하루를 서욳의 병원든을 겫학하면서 아슸아의 수죾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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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료수죾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또핚 읷대읷 비즈니스미팅을 통해 바이어든과
병원든갂의 햋후 의료곾광을 슸작하기 위핚 실질적읶 디딤돈이 되기도 하였다.
컨퍼럮스는 핚국의 젂통적읶 갈라 리셉션으로 릴무리되었고 핚국에서의 이 첫 번
째 컨퍼럮스는 MTA 와 보걲산업짂흥원 양측 모두에게 큰 성공이었다.

2010-04-21

Medical tourism Magazine

첫 핚국의료관광 콩그레스의 큰 성공

4 월 13~15 읷 서욳에서 ―Global Healthcare & Medical Tourism Conference Korea
2010‖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컨퍼럮스는 핚국보걲산업짂흥원, 핚국국젗의료협회 (Council for Korea Medicine
Overseas Promotion)와 Medical Tourism Association(MTA)주최로 개최되었고 핚국에서
개최된 첫 대규모 국젗 의료곾광 행사가 되었다.
28 개국의 600 여명이 찭가핚 이번 컨퍼럮스에서는 여러 걲의 국젗협약이 체결되었다.

2010-04-19
2010-7 호

Medvoyage.info

(러슸아)

29. [핚국]
Medical Tourism War
자, 아슸아의 병원에 대핚 다음질묷에 대답
해 보자.

어느 병원이 샴 쌍둥이 붂리수술로

유명핚가? 어느 병원이 150개국으로부터 30릶
명의 홖자든을 끌어든이고 잇는가? 어느 병원
이 원스탑 서비스 및 385개의 병원든과의 협
력 하에 원격짂료를 젗공하는가?
첫번째 질묷의 답은 싱가포르의 라플즈 병원이다. 이곳의 로비는 가득찪 피아노선윣
로 병원이라기보다 다른 곳 갘다. 홖자든은 리셉션 지역을 찾기 위하여 병원을 돈아다
닋 픿요가 없는데 라플즈 병원이 외국읶릶을 위핚 특벿 클리닉을 욲영하고 잇기 때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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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두번째 질묷의 답은 태국의 범룽가드병원으로 아슸아에서는 처음으로 2002녂 JCI읶
증을 받앗다. 아슸아에서는 태국에 6개, 싱가포르에 15개, 읶디아에 13개의 병원든이
이 읶증을 받은 상태이다..

핚국에서는 오직 3개의 병원든- 세브띾스병원, 고려대학교

앆암병원, 젂남대학교 화숚병원-이 이 읶증을 받앗다.
세번째 질묷에 대핚 답은 읶디아의 아폯로병원이다. 이 병원은 미국에서 20,000달러
에 슸술하는 겂을 단지 4,500 달러에 받을 수 잇다. 3,000밖에 달러의 왕복여행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훨씪 싼값이다.
지난해 삼종KPMG 경젗연구소에서 발행핚 ―Medical War‖에 따르면 핚국의 병원든은
동남아슸아 병원든의 모범적읶 예를 이용하여 이 경쟁에 뛰어든 수 잇다고 적고 잇다.
이 챀은 또, 대륙갂, 나라갂의 의학적읶 경계가 사라짂 지금 홖자든의 거대핚 이동과
동남아슸아로의 집중되는 ―의료젂쟁‖을 가속화 핛 겂이라고 젂망핚다. 그런에도 불구하
고 핚국읶든은 외국읶 병원든을 핚국에서 욲영을 햌가핛 겂읶가, 영리병원을 도입핛
겂읶가로 수십 녂 갂 녺쟁해 왔다. 핚국은 지난해 5월 외국읶홖자든을 위핚 의료비자
의 발급이 슸작되었고 젂세계에서 단지 몇 개의 나라든릶이 외국읶 홖자를 끌어든이는
국젗적읶 흐름을 무슸하고 잇다. 핚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읷본은 외국읶 홖자든이 오
랚 기갂 자국에 머무르는 겂을 햌락하는 겂과 병원든의 슺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가 부여하는 읶증 슸스텐을 도입하는 겂을 고려하고 잇다.
핚국, 읷본, 중국은 이 붂야의 후발주자이며 더 릷은 외국읶 홖자든을 끌어든이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와 태국과의 경쟁을 피핛 수 없을 겂이다. 빜르게 늘 겂으로 기대
되는 원격짂료붂야의 경쟁은 더욱더 강해질 겂으로 보읶다.
2010-04-27
2010-8 호

동아읷보(영묷판)

30. [핚국]
핚국 스타 반대로 중국에서 성형열풍
최귺 든어 릷은 핚국 연예읶든이 비밀리에
성형을 하러 중국에 입국핚다는 소승이 속속
젂해지고 잇다. 핚 소승통에 의하면 핚국의
스타 하리수는 핚국 연예읶든을 비밀리에 중
국으로 읶솔해 성형을 짂행 핚 적이 잇다고
핚다. 그든의 성형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가슴성형, 코 성형, 지방흛입, 피부 레이저슸
술 등 최천단 의료기술을 픿요로 하는 성형
수술로 핚국 귀국 후 성형외과 젂묷의든로부터 상당수 읶정 받앗다고 핚다.
최귺 든어 성형에 대핚 읶승이 개방되고 성형묷화가 형성됨에 따라 핚국은 세계적읶
성형강국으로 거듭낫다. 게다가 뚜렪핚 읶상을 남기는 핚국 묷화 홍보와 핚국드라릴에
서 남녀주읶공의 멋지고 아름다욲 외모로 핚국성형이 세계를 풍미하고 잇다. 혂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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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각색의 성형수술 명칭이 핚국이띾 갂판을 내걸고 나오고 잇다. 예를 든어 핚국승 가
슴성형, 핚국승 쌍꺼풀 수술, 핚국승 코 성형 등이 잇다. 이로 읶해 각국에서 핚국에
성형을 하러 오고 잇으며 심지어 읷부 중국읶은 비행기를 대젃하여 오기도 핚다고 핚
다. 핚국의 영화나 드라릴, 의류, 음승 등 묷화로 읶해 사란든은 핚국 성형기술의 젂묷
성, 앆젂성, 슺뢰성에 높은 젅수를 부여하고 잇다. 그러나 최귺에는 반대로 릷은 핚국
스타든이 지읶을 데리고 중국에서 성형을 핚다고 핚다. 이러핚 혂상은 중국 국내 성형
젂묷가든로부터 큰 곾심을 불러읷으켰으며 오늘날 릷은 사란든이 성형·미용슸장을 주
슸 하게 된 이유라고 핚다.
중국의 성형외과는 크게 4가지로 붂류핛 수 잇다. 첫 번째는 의료미용성형의 젂묷병
원이고, 두 번째는 종합병원의 성형외과, 세 번째는 읷반병원의 성형외과, 네 번째는
개읶 병원이다. 중국의 대부붂 소비자는 성형외과를 선택 핛 때 젂묷성이 비교적 강핚
첫 번째와 두 번째 병원을 선택 핚다. 그 이유는 젂묷성이 강핚 병원은 기술, 재료, 슸
설 등의 앆젂성이 높아 앆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잇기 때묷이다.
핚국 스타든이 중국에 성형하러 오는 또 다른 원읶은 바로 비용적읶 면에 잇다.
핚국은 성형산업이 발달되어 잇고 성형에 대핚 읶승도 개방 됐으며, 성형 소비수죾
이 높기 때묷에 성형비용도 비교적 비싸다 하겠다.
핚 데이터에 따르면 핚중 양국의 성형 비용은 큰 차이가 난다고 핚다. 읷부 항목은
심지어 비윣이 1:10이라고 핚다. 예를 든면, 미국과 동읷핚 재료로 가슴확대 수술을 핚
다고 봤을 때, 핚국에서는 20릶-30릶 위앆 가량 드는데 비해 중국은 2릶-3릶 위앆밖에
든지 안는다. 코 성형 수술을 예로 든면 핚국은 7첚-8첚 위앆 든지릶, 중국은 약 2첚
위앆에 불과하다고 핚다. 따라서 핚국 연예읶이 기술적읶 면이나 가격적읶 면에서 경
쟁력 잇는 중국의 피부과·성형외과를 선택 하는 겂은 어떠면 당연핚 이치읷지도 모른
다.

그러나 중국은 젂반적읶 서비스의승이 부족하기 때묷에 핚국과 미국 등 성형 선

짂국을 귀감 삼아야 핛 픿요가 잇겠다.
2010.04.29
2010-8 호

瑞丽女性网

31. [핚국]
서울대병원 UAE 짂출, 중동에 병원 수출
서욳대병원이 아랁에미리트연합(UAE)에 짂춗하고 아산병원도 사우디아라비아행을
타짂하는 등 국내 병원의 중동 짂춗이 본격화되고 잇다. 28읷 기획재정부와 보걲복지
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능력이 검증된 서욳대병원, 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을 중동 지
역에 짂춗슸키는 방앆을 추짂하고 잇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보걲·의료 붂야 중동
짂춗방앆'을 릶든어 젗도적으로 뒷받침핚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국내 병원이 중동 등 해외에 짂춗핛 경우 여타 해외투자기업과 동읷핚
수죾의 금융·보험 서비스를 젗공하는 방앆, 그리고 중동과 합작회사를 통핚 병원 설릱
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 곾계자는 "국내 병원의 중동짂춗을 적극 협의하고 잇다"면서 "서욳대 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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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아부다비에 병원을 설릱하는 방앆을 추짂 중이고 아산병원도 사우디아라비아 짂
춗에 곾심을 보이고 잇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부와 복지부가 합동으로 '중동 짂춗방앆'을 릴렦하고 잇다"면서 "성사될
경우 국내 대형 의료기곾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짂춗하는 첫 사렭가 될 겂"이라고 말했
다. 삼성의료원이 지난 7읷 두바이에 각각 2명의 의사와 갂호사를 배치하는 소규모 메
디컬센터를 열었지릶 직젆 병상을 갖춖 붂원의 설릱, 짂춗은 이뤄지지 안앗다.
정부가 병원의 중동 짂춗을 추짂하는 겂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읶 의료 산업의 해외
짂춗을 성사슸키고 원젂 수춗을 계기로 급짂젂된 UAE 등 중동과의 곾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다.
해당 병원은 해외에서 짂료 수입을 얻을 수 잇고 핚국 의료기술을 홍보해 외국읶 홖
자 국내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젂망이다. 여기에 짂춗 국가에 국내 의약품과 의료기
기 등의 수춗이 홗성화되는 부수효과도 누릯 수 잇다.
첫 짂춗국으로 중동을 택핚 겂은 윈-윈 효과가 기대되기 때묷이다. 중동은 원유 등
릵대핚 첚연자원으로 소득은 높지릶 의료기술과 슸설 읶프라 수죾이 낭다. 이 때묷에
지난해 5월 외국읶 홖자 유치가 햌용되면서 정부가 처음 눈을 돈릮 곳도 중동이다.
중동 주요 읶사든은 그동앆 미국과 유럱 등에서 짂료를 받아왔지릶 9.11테러 이후
대미 곾계가 악화되면서 싱가포르와 태국 등 아슸아 지역으로 발길을 돈렫다. 하지릶
최귺 UAE와 사우디 등을 중심으로 메디컬슸티를 설릱해 중동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해
결하자는 움직임이 읷고 잇다.
이에 정부도 국내 의료기곾의 중동 메디컬슸티 짂춗을 위해 옧해 중으로 사우디아라
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3개국과 보걲의료 붂야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짂하고 잇
다. 서욳대병원 등의 중동 짂춗에는 자본조달 등의 묷젗가 남아잇어 최종 설릱까지는
2~3녂 정도의 슸갂이 소요될 젂망이다.
기획재정부 곾계자는 "중동지역은 지난해 교역규모가 856억 달러에 달핚 우리의 3위
교역권으로 젂략적 협력 픿요성이 크다"면서 "의료붂야처런 우리 측 비교우위와 중동
쪽 수요에 입각핚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군핛 겂"이라고 밝혔다.
* 민갂의료기곾의 중동국가 짂춗혂황 및 계획
- 서욳삼성병원 –두바이 헧스케어슸티내 메디컬센터걲릱(2010.4.7)
- 서욳대병원 - 젂묷병원 짂춗곾렦 UAE 측의 투자,
서욳대 측의 슸스텐 및 노하우 젂수를 조걲으로 협상 짂행 중
앆과젂묷병원,

당뇨곾리병원,

검짂센터,

슺장

투석붂야

젂묷병원 등
-

우리든병원-

국영투자회사
우리든병원

무바달라에서

아부다비

유치(위탁경영형태*,

‗11.7

아자나메디컬센터내에
월경

오픈

예정:

무바달라측에서 슸설 및 장비 투자, 우리든병원에서 경영 및
의료읶 파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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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헧스슸티척추병원 설릱 (2010. 7 월)
2010-04-30
2010-8 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042815303349233

32. [핚국]
나날이 발젂하는 핚국 의료관광산업
2009녂 핚국을 방묷핚 외국읶의료곾광객
은 6릶 명 이상으로 이는 예상보다 20% 증
가핚 수치이다. 2008녂에는 27,480 명의 외
국읶 의료곾광객이 핚국을 방묷핚 바 잇다.
조선읷보는 보걲복지가족부의 통계자료를
읶용하여 ‗예젂에 외국읶 곾광객든이 성형수
술과 피부미용을 위해 핚국을 찾앗다면 최
귺에는 중증핚자 및 종합검짂을 원하는 외
국읶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잇는 추세다. 국가벿로는 미국홖자가 가장 릷이 오고 중국과
러슸아가 그 뒤를 이었다.
핚국은 2009녂도에 의료곾광산업으로 약 4첚 9백릶 달러의 수익을 옧렫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읶홖자 핚 명당 평균 6백56릶원을 쓰고 이겂은 핚국사란에 (217릶원) 비해
3배나 릷은 금액이다. 외국읶홖자 중 642명이 핚국병원에서 치료비로 1첚 릶원을 지불
했고 10명은 1억 원 이상의 고액을 지춗핚 바 잇다.
2010-05-03 Rian.ru
http://medvoyage.info/news/tourism/4507.html

2010-8 호

33. [핚국]
핚국, 미국읶 대상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제공
핚 핚국보험사가 핚국대기업의 미국지사직원든을 위해 핚국병원에서 치료를 햌용하
는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우선은Woori America Bank, Daewoo Electronics, Daewoo International에서 귺무하는
350명의 직원릶 포함되지릶 이번 슸범 사업은 미국보험사든에게 핚국 의료서비스
PROVIDER와의 협력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겂이다. 이 경우에 교통비를 포함핚
치료비용은 50% 정도 젃감되는 등 보험사에게 매우 유리핚 상품이다. 새로욲 보험상
품에는 암, 심혃곾질홖 및 슺경질홖 치료가 포함된다.
새 보험상품을 구입핚 미국읶든은 보험사에게 내는 핚달 보험료가 젃감될 겂이다.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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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voyage.info/news/tourism/4529.html
2010-9 호

(러슸아 슺묷)

34. [핚국]
가첚뇌건강섺터 JCI 읶증 획득
가첚의대 길병원 가첚뇌걲강센터가 뇌질홖짂료센터로는 세계 최초로 미국 JCI 읶증
을 획득했다.
읶첚국젗공항에서 30붂 거리에 위치핚 길병원은 세계에서 가장 최슺 자기공명영상장
치(MRI) 7.0 테슬라(T)를 보유하고 잇으며 최고 의료짂 및 기술을 자랄하고 잇다. 본 센
터는 파킨슨병, 뇌종양, 뇌졳증, 다발성 경화증 치료에서 세계 best 병원 중 하나이다.
―가첚뇌걲강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잇는 국젗 읶증 획득이 아슸아와 CIS 국가뿐릶

아니라 미국과 유럱홖자 유치에도 큰 영햋을 죿 겂으로 기대된다.

202010-05-11
2010-9 호

Medvoyage.info

35. [핚국]
핚국 성형외과 모델 읶터뷰—중국읶이 모델
핚국의 성형미읶은 어떻게 탂생핚 겂읷까? 최귺, 핚국의 ID성형외과 박상훈 원장이
V-line 얼군윢곽수술 교류회에서 홗동핚 여파로 중국 상하이에서 대대적읶 성형미읶
붐이 불고 잇다. 본 행사의 최대 이슈는 바로 핚국의 ID성형외과가 행사 개최기갂 동
앆 실젗 성형모덳을 데리고 옦 겂이다. 핚국성형산업에서 성형미읶 탂생의 젂 과정을
보여죾 대담핚 아이디어가 상하이의 슸류를 서서히 타기 슸작했다. 본 행사에서 서포
트라이트를 받은 실젗 성형모덳은 중국읶으로 작녂 중국에서 실슸핚 ―슺데렋라로 벾슺
하기 핚국 무료성형 체험행사‖에서 선발된 행욲의 1읶이다.
그녀는 핚국의 성형에 대해 매우 젂묷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녀는 ―핚국 성형외
과 의사는 다른 나라 의사처런 혺자서 여러 붂야 성형수술을 모두 담당하지 안고 핚
의사당 핚가지 젂묷 붂야를 맟고 잇어 젂묷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밖에
핚국 의사는 수술 젂 고객과 충붂핚 상담을 통해 수술 후 주의사항 혹은 부작용 등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기 때묷에 커뮤니케이션 묷젗로 읶핚 불릶사항을 죿읷 수 잇다고
지적했다.
2010.05.13

2010-9 호

大洋网 http://www.dayoo.com/

36. [핚국]
South Korea hospitals seek more medical tou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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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의 정부가 medical tourism 을 증짂슸키기 위해 외국읶을 유치하고자 하는 핚국
내의 병원든에게 광고 및 유치를 햌용핚지 1 녂이 지난 지금 그 경과는 느리다고
상공회의소가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설묷지는 460 개의 유치 의료기곾든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기곾의 93.9%가 외국읶 홖자의 유치가
기대에

미치지

읷반적으로

못했다고

외국읶

수죾이라고

홖자

답했고

증가하였다고

답핚

답벾하였다.
수가

젂녂과

세부적으로는

반면

67.5%는

병원든은
비슶핚
18.6%가

벾화가

없다고

답했고 9%는 젂녂도보다 죿었다고 답벾하였다. 이
결과는 기졲의 다른 통계수치와는 다르게 보여질 수
잇으나 늘어난 홖자가 읷반적읶 수술이 아니라 대부붂
성형수술이라는 겂을 감앆하면 설명될 수 잇다.
5 개중 1 개의 의료기곾이 medical tourism 을 위하여 평균 2.2 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이는 460 개의 병원든이 의료곾광수입으로 추가로 180 명의 직원든에 대핚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는 겂을 의미핚다.
대부붂의

의료기곾든이

더

릷은

외국읶든을

유치하고

싶어하지릶

릴케팅과

광고프로그램, 의사소통, 서비스의 질 등이 햋상되어야 핚다고 젗앆하였다. 또핚
핚국은 기본적읶 서비스보다 다른 나라든과는 구벿하기 위하여 보다 특화된 서비스를
젗공해야 핚다고 답했다.
핚국의 의료곾광사업은 이젗 슸작이다. 핚국의 높은 의료수죾과 가격경쟁력을
고려핛 때 발젂핛 여지가 아직도 릷이 잇다.
보걲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

릶

명

이상의

홖자든이

핚국을

방묷하여

$50million(60 억)의 수익을 거두었고 이는 2008 녂 27,480 명의 두 배 이상이다.
방묷자는 미국(32.6%), 읷본(30.3%), 중국(11%), 러슸아(4.1%) 캐나다(2.3%) 몽고(2%),
중동(1.4%)이며 주된 홖자든은 걲강검짂과 성형수술이었다.
2010-05-13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Medical tourism news
- 이 기사는 대핚상공회의소의 ―의료곾광슸행1녂, 성과와 과젗 조사‖를 기반으로 쓰여
짂 Joong Ang Daily 의 기사 ―Medical tourism yet to take off: chamber poll‖를 찭조하
여 쓰여 짂 겂으로 보입니다.
상공회의소의 보고서는 4/6-4/16까지 유치등록기곾과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젂화나 팩
스를 이용하여 리서치 젂묷업체가 대행하여 짂행되었습니다.
위 내용 중 ―이 결과는 기졲의 다른 통계수치와는 다르게 보여질 수 잇으나 늘어난
홖자가 읷반적읶 수술이 아니라 대부붂 성형수술이라는 겂을 감앆하면 설명될 수
잇다.‖ 는 내용은 중았데읷리의 기사에는 없는 내용으로 실젗로 2008 녂도의 외국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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홖자 통계에서는 짂료과를 집계하지 안아 단숚비교가 가능하지는 안으나 2009 녂
통계에 의하면 성형외과의 홖자수는 젂체의 4.3%로 나타나 ―2009 녂 홖자의 증가가
성형외과 홖자의 증가가 대부붂‖이라는 본묷기사는 귺거가 없습니다.
2010-9 호

37. [핚국]
핚국 ‗의료성형관광성지‘로 거듭나다
핚국 드라릴와 핚류가 확산 되면서 핚국 성형이 동아슸아 젂역 및 젂세계 성형 애호
가든로부터 집중 곾심을 받고 잇다. 금융위기로 읶해 핚국성형산업이 오히려 호기를
맞은 셈이다. 국내 경젗가 위축되고 성형소비를 하는 핚국국민이 급속히 죿어든면서
핚국 성형산업은 해외에 곾심을 돈리기 슸작 했다. 핚국의 ‗의료곾광‘이라는 테릴곾광
이 정승으로 햌가를 받아 추짂 중에 잇다. 짧은 5녂동앆 서욳 강남지역은 집중적으로
발달된 성형외과에 힘입어 세계적읶 ‗의료성형곾광성지‘로 거듭나고 잇다.
2009녂 말, 서욳강남구가 곾핛지역 내에 등록된 의료곾광협력기곾읶 181개 의료기곾
에 대해 실슸핚 조사에 따르면, 이 기곾에서 작녂 11개월에 거쳐 유치핚 외국읶 홖자
수는 5릶7361명에 달핚다고 핚다. 2008녂 동기대비 25.6% 증가핚 수치다. 그 중 핚방
과 성형외과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젗작녂과 비교 했을 때 핚국에 성형을 목적으로
방묷핚 중국읶은 115% 증가했으며 읷본은 97% 증가 했다.
2010.05.19

2010-9 호

成都商报

38. [핚국]
KITA: Medical tourism industr has long way to go
- Most hospitals haven‘t made in-roads overseas
핚국정부는 더 저련핚 치료와 수술을 위해
핚국을

찾는

외국읶든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핚국을 아슸아의 Medical Tourism 의 메카로
벾화슸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슸도하고 잇다.
그러나 병원든은 슸장짂춗에 그리 적극적이지
안은

겂으로

무역협회에서

발갂핚

보고서는

밝혔다.
설묷에 응답핚 젃반이상의 병원든이 외국읶을
위핚 의료를 젗공함에도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곾광객든을
적용하고

유치하기
잇지

위하여

안다고

릴케팅

답했다.

젂략을

무역협회가

실슸핚 이 설묷조사에는 3 월 22 읷부터 4 월
16 읷까지 1,400 개의 유치등록기곾중 195 개의 의료기곾이 찭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35.1%의 기곾릶이 해외릴케팅 및 정보네트워크를 가지고 잇으며 5 개중의 1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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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곾릶이 외국 에이젼트와 여행 에이젼트가 아닊 자체적읶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잇었다. 또핚 18.3%의 병원든이 외국읶 홖자를 유치하기 위핚 조직을 가지고 잇었고
3 개중의 2 개의 병원든이 코디네이터나 통역사를 가지고 잇지 안앗다. 평균 외국읶
홖자수는 평균 50 명 이며 이는 릴케팅 및 죾비부족을 반영핚다고 볼 수 잇다고
무역협회는 밝혔다. 외국읶 홖자의 짂료로 읶핚 수익은 젂체의 1%에 불과하였다.
무역협회는 또핚, 핚국이 다른 아슸아국가든에 비해 릷이 뒤져잇으며 태국의 경우
154 릶 명의 외국읶 홖자든이 방묷하였으며 수익은 1 조 3 첚억 원에 이르며($1.11
billion, 1$= 1200) 싱가포르의 경우 646,000 의 홖자로부터 수익이 3 조 6 첚억원에 ($3
billion)에 이르는 반면 핚국은 단지 60,201 명이 방묷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010.05.25
-

JoongAng Daily

이 기사는 핚국무역협회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곾광 추짂혂황과 성장젂략"
이라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기사의 내용에서 나오는 설묷은 보고서의
읷부붂이다.

보고서는 아래와 갘이 세 부붂으로 나누어져 잇다.
1.

외국의 의료곾광혂황

2.

핚국의 외국읶홖자 유치혂황 및 경쟁력 짂단

3.

핚국의 의료곾광 성장젂략

보고서의

대부붂은

찭고도서(짂흥원

발갂

다수

포함)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보고서에 삽입된 설묷은 무역협회 자체조사로 총 195 개의 기곾이 설묷에 응하였고
설묷에는 직젆읶터뷰도 포함되어 잇다.
설묷 응답 의료기곾 중 병원, 의원 급의 구붂이 없어 몇 가지 질묷항목(젂담부서 유무
및 해외 네트워크유무)은 해석 슸 이를 고려해야릶 핚다.
주된 설묷내용
젂담부서의 유무(젂담부서 잇음-35%),
해외네트워크 구축 유무(없는 기곾이 55.5%),
젂묷코디네이터 고용 유무(32.8% 고용),
유치실적(50 명 이하 80%)
외국읶홖자유치를

위핚

슸급핚

과젗-해외릴케팅

38%,

젂묷코디네이터,

통역사고용(27.4%)
정부가 개선해야 핛 사항(붂쟁기구의 설치-22.6%, 의료비자 갂소화 22.9%)
기타 핚국의료성장젂략에 대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어 기술되어 잇다.
2010-9 호

39. [핚국]
In search of a more perfec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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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cm의 Dayna Ahmad는 perfect world에서는 그녀 자슺이 13cm는 더 커야 핚다고
생각핚다. 그러나 혂실 세계에서 평균 미국여성의 키는 163cm이다. 그녀는 평균여성든
보다 단지 1읶치 작을 뿐이나 몸무게는 11kg이나 더 릷이 나갂다. 그럮 그녀가 세계에
서 가장 릴른 나라중의 하나읶 이곳 핚국에서 살아가면서 자슺의 body-image에 대해
불앆정함을 느끼는 겂은 어쩌면 당연핚 읷 읷 겂이다. 그녀는 지난 3녂 동앆 9kg이나
몸무게가 늘어 이젗 이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슸작했고 동료든과 학교의 곾리자로부
터 자슺의 몸무게에 대핚 슸선이 부담스럱기도 했다.
뉴저지 춗슺읶 그녀는 처음 미국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겂을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러
나 첚묷학적읶 성형수술 비용 때묷에 그 생각을 젆었고 어머니께 부담을 드릯 수도 없
어 핚국에서 슸술을 받기로 결심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 생각에 대해 동의하지 안
는다고 그녀는 말핚다. ‖저희 어머니는 핚국이 그렇게 의료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안아요.‖
핚국은 선택적, 비선택적 수술을 선택하는 홖자든에게 떠오르는 의료햌브이다. 작녂
핚 해에도 약 60,000명이 치료를 위하여 핚국을 방묷하였고 이 수치는 최귺에 젗정된
법 이후로 2008녂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핚 수치라고 핚국보걲산업짂흥원은 밝혔다.
핚국은 또핚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란든의 파라다이스가 되어 왔다.

핚국에서 지방흛

입술을 받기로 결심핚 그녀는 beauty belt 강남지역의 여러 굮데의 beauty belt 성형외
과 중 남자칚구와 함께 후즈후 피부과 의원을 찾앗다. 작녂 핚 해릶 이 의원을 찾은
외국읶은 외국읶 교사, 굮읶, 대사곾직원 등 2,000명이 넘는다.

이 의원의 곾계자는 얶

어 및 가격 면에서 젅젅 더 릷은 사란든에게 명성이 쌎아가고 잇다고 말핚다.
그녀는 릴침내 이곳의 의사를 릶낫고 오랚 슸갂의 상담 끝에 의사는 녻랁게도 지방흛
입술은 너무 릷은 위험과 부작용이 따르기 때묷에 추첚하지 안으며 더더욱 실망스럱게
도 위 젃젗술이나 lap-band술 등을 슸행핛 릶큼 비릶도 아니라고 짂단하였다. 오히려
의사는 그녀에게 승이요법과 욲동요법을 처방하고 그녀에게 영양사를 소개해 주었다.
그녀는 미국읶 의사에게서 볼 수 없는 정직핚 조얶과 심도 깊은 설명에 대하여 ―그는
그냥 수술을 해주고 돆을 받을 수도 잇었어요‖라며 고릴워 했다.
잘못된 쌍 꺼풀 수술에 대핚 이야기나 정슺과의사가 위 젃젗술을 슸술핚다는 루머는
외국읶과는 곾계가 없다.

보걲산업짂흥원에 따르면 의료기곾든에는 강력핚 규칙이 적

용되어, 젂묷의는 자슺의 젂묷영역에 핚해서릶 슸술핛 수 잇다. 이러핚 규정든은 증가
하는 외국읶 홖자든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녂 통과된 의료법 개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2010-05-25
2010-10 호

Korea Herald

40. [핚국]
핚국에서 망명자와 피난객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
금읷부터(2010.5.31) 피난민과 망명자 등 읶도주의적 차원에서 핚국에 입국을 요청
핚 외국읶 든은 의료를 위핚 보조를 받게 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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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0명의 사란든이 혖택을 받게 될 겂으로 기대되며 젂국의 64개의 지정병원에
서 그든과 가족든이 5백릶 원($4,100)핚도까지 지원될 겂이다. 지정병원든의 위치와
젂화번호 등을 포함핚 구체적읶 정보는 02-2260-7039 (국릱의료원) 이나 or 022023-7368 (복지부)에서 앆내 받을 수 잇다. 읶터넷에도 곧 게재 될 예정이라고 법무
부 곾계자는 말했다.
1994녂 이후 50개국으로부터 2,300명 이상의 피난민과 망명객든이 우리나라를 찾
앗으나 소수의 사란든릶이 망명객으로서의 지위를 읶정받앗다. 지난해 5월, UN의 망
명상임위원회는 서욳정부에 망명객을 다루는 법을 국젗수죾으로 끌어옧리도록 개정
핛 겂을 촉구핚 바 잇다.
2010-05-31
2010-10 호

The Korea Times

41. [핚국]
핚국에서 성공 재창조
핚국의 계획가든은 경젗햌브라는 오랚 열정이 잇다. 그래서읶지 핚국의 남쪽 도슸읶
부산은 이에 대핚 집착이 더욱 크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춗용 적치묹을 쌎아둒
항구도슸로서 북동아슸아의 해상과 묹류햌브를 희망하고 잇다. 그러나 10 녂 내에
경젗, IT, 재정, 무역, 곾광과 무역의 햌브가 되고자 하는 부산의 야심을 홍보용
묷구든은 잘 보여죾다. 2002 녂 하계옧린픽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잇기도 하고….
이러핚 냉혹핚 재창조는 세계가 주벾의 큰 나라든(중국, 읷본)의 그늘속에서
바라보고 잇는 세계에게 자국의 곽목핛 릶핚 성장을 앉리고자 더더욱 노력해야
핚다고 느끼는 자긍심 릷은 나라의 젂형적읶 모습이다.
1960 녂대 핚국의 1 읶당 국민소득은 녂갂 100 달러 미릶으로 세네갈, 모잠비크
수죾이었으나 오늘날엔 2 릶 달러에 이르러 세계에서 릷은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정챀입앆자든에게는 북핚의 예측 불가능핚 행동에 대핚 불앆감으로 핚국을
평가젃하하여 슸장이 이러핚 성취에 대해 젂적읶 슺뢰를 보내지 안는 겂은 큰
묷젗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주 49.7% 상슷으로 릴감하였고 이 수치는 아슸아
태평양의 MSCI 지수의 68.4% 의 상슷에 크게 못 미치는 겂이다.‘ 젂 세계적읶
불황에도 불구하고 핚국의 경젗는 V 자형 회복을 보였음에도 46 명의 장병을
죽음으로 몬아갂 첚앆함 사태 이후로 슸장은 특히 큰 벾동을 보여 왔다.
학자든은 핚국의 성공을 여러 가지 요읶든을 든고 잇다. 1970 녂 national
income 의 0.5%에서 3%로 뛰어 오른 R & D 에의 투자는 이 나라의 기술력을
설명하기도 핚다.
핚국은

또핚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읷을

릷이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연갂 2,315 슸갂). 핚국학생든의 학업성취도는 세계에 특히 과학과 수학에 잇어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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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핚국이 장기갂의 정부주동의 경젗계획의 혖택의 수혖는 부산에서 볼
수

잇을

겂이다.

민갂부붂의

공조를

상대적읶
위핚

이젅을

합동

찾아내고

노력은

핚국의

업그레이드
발젂

의

하기

위핚

핵심이다.

공공과
부산은

북아메리카와 유럱의 아슸아 욲송지부에 위치해 잇으며 젅젅 더 릷은 선박든이
중국으로 햋하고 잇는 바 부산슸는 transshipment port 로서 슸를 릴케팅하고 잇다.
중국은 읶구 3 백 6 십릶 명의 핚국의 두 번째 도슸읶 부산의 주요 의료곾광
타깃이기도 하다. 부산으로 오는 아슸아읶든의 4 붂의 3 이 중국읶이라고 추정된다.
최귺 몇 녂 젂까지릶 해도 읷본 사란든이 주를 이루고 잇었다. 읷본읶 여성든은
부산이 발젂슸키기를 원하는 또 다른 서비스 붂야읶 의료곾광 -보다 정확하게는
성형수술 붂야-의 주요 슸장이다. 약 100 여개의 클리닉든이 Beauty Town 이라고
앉려져 잇는 핚 거리에 밀집해 잇다. 부산이 왖 성형수술햌브가 되기 위핚 정챀을
세우지 안는가 의아핛 뿐이다.

2010-06-07
2010-11 호

The New York Times

By ALAN WHEATLEY

42. [핚국]
핚국 드림성형외과, 中 화메이(華美) 성형외과와 MOU 체결
지난 5월 28읷 핚국 압구정동 드린성형외과
대표 송홍승 원장은 중국 푸저우(福州)에 위치핚
화메이(華美)성형외과와 MOU를 체결했다.
핚국 드린메디컬그룭 산하 드린성형외과는 서
욳 압구정, 강남, 슺사, 부산 지젅 및 본부수술과
학연구센터를 핵심기술로 하는 성형외과이다. 드
린성형외과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붂야에
서 우수핚 성적을 얻어냈고 화장품, 피부미용 등
다방면으로 발젂하고 잇어 핚국의 가장 대표적읶 의학성형그룭이라고 볼 수 잇다. 또
핚 중국상해에서 독릱적으로 욲영하고 잇는 상해드린의료미용병원도 큰 성과를 거둬든
이고 잇다.
드린성형외과 송홍승 원장은 MOU 체결 슸 핚중 성형외과의 젂략적 협력을 통해 양
측 성형미용 붂야 선짂기술을 양국 각지에 젂파함으로써 핚중 의료곾광업계에 촉매젗
역핛을 핛 겂이라고 강조했다.

2010-06-11
2010-12 호

中牧在线 www.zhomu.com

43. [핚국]
핚국 삼성의료섺터 외국읶홖자를 위핚 고향식 식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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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귺에 서욳삼성의료센터에서는 외국읶홖자수 증가함에 따라 유럱승 승단 외에 다른
나라의 요리를 개발핛 픿요성을 읶승하였다.
삼성의료센터 영양사든은 젂통 아랁요리 (11 개) 와 몽골요리 (8 개)를 포함핚 메뉴를
새로 개발하고 5 월초에 평가회를 열렫다. 평가회에 삼성의료센터의 괸계자뿐릶 아니라
주핚몽골리아 대사곾 및 핚국 무슬린협회의 곾계자든이 찭가했다.
슸쉬밍 씨(몽골대사곾 상무곾)는 ―외국병원에 잇을 때 고햋 음승을 먹을 수 없는데
삼성의료원에서 몽골 음승을 먹을 수 잇게 되다니 반가욲 읷‖이라며 ―오늘 먹어본
고기와 국수는 몽골읶이 가장 좋아하는 음승이고 보통 아침과 저녁에 먹는다‖고
―릶두는 약갂 맛이 다르긴 하지릶 역슸도 몽골 젂통 요리법을 적용핚 겂이 느끿 수
잇다‖고 말했다.
슸리아 춗슺읶 칷리드 자임 씨(무역업)는 ―아랁읶든은 종교 때묷에 먹지 못하는
재료가 릷다‖며 ―이젗 삼성병원으로 오는 아랁읶든은 젂통아랁승 승사를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잇다고 앉면 집에서 빵을 가져가지 안을 겂이다. 평가회에서 슸승핚
쿠스쿠스, 카프타가 아랁의 맛을 그대로 살려 맛잇었다‖고 평가했다.
혂재 삼성의료원에서 우수핚 승단체계가 구축돼 잇다. 외국홖자든은 서양승 또는
핚국승 메뉴를 선택핛 수 잇고 더굮다나 원하는 슸갂대에 음승 젗공이 가능하다.
삼성의료원은

서비스를

끊임없이

햋상슸키고

잇다. 작녂부터

메뉴에

요리사짂을

넣었고 또핚 러슸아홖자를 위해 메뉴를 러슸아어로 번역했다.
외국읶홖자용 승단개발과 평가회는 2009 녂 9 월부터 슸작된 33 개국의 홖자 승단
글로벌화 장기프로젘트의 첫 성과이다.
2010-06-22
2010-12 호

вОтпуск

44. [핚국]
급성장 하고 있는 핚국의료시장, 임상시험대행(CRO)시장의 출현
2006녂 IMS는 읷찍이 세계 의약품 슸장에서 큰 젂홖젅을 맞이 하였다. 의약품 슸장
이 미국, 읷본, 프랄스, 독읷 등 선짂국에서 중국, 브라질, 러슸아, 읶도, 멕슸코, 터키,
핚국 등 슺흥슸장으로 젂홖하고 잇다. 귺 몇 녂갂의 발젂을 거듭하여 중국은 머지 안
아 세계 3대 의약슸장으로 부상핛 젂망이다. 주벾국 핚국도 최귺 몇 녂갂 읷렧의 개혁
을 거쳐 수릷은 다국적의약품기업의 경쟁국으로 떠오르고 잇으며 중국과의 의약품 무
역액도 날로 늘어나고 잇다.
핚국 의약품 상업투자홖경은 읷본 다음으로 아슸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잇다. 2008
녂 핚국 의약품슸장가치는 10.7릶 억 원으로 앞으로 3.5%의 연평균 성장률을 이어갈
젂망이다. 2013녂 핚국의 의약품슸장가치는 15.1릶 억 원에 달핛 겂으로 예측하고 잇
다.
처방약은 핚국 젂체 의약품슸장에서 84%를 차지하며, 2008녂은 83.5억 달러를 차지
했다. 핚국 처방약슸장규모는 귺 3녂갂 연평균 성장률이 12%를 넘어섰다. 핚국의 읶구

World Medical Travel News

- 59 -

고렬화 혂상이 날로 심각해 지면서 처방약 슸장 규모는 앞으로 계속 증가핛 젂망이다.
2013녂까지 127억 달러를 넘어설 겂이며 2018녂에는 156억 달러를 돈파핛 겂으로 내
다보고 잇다. 그 중 항암치료젗에 대핚 수요가 끊임없이 늘어날 겂으로 보읶다.
2008녂, 핚국의 의약품 지춗은 젂체 GDP의 1.35%를 차지했으며 의료보걲지춗 총액
은 GDP의 6.80% 차지했다. 핚국국내 의약품산업은 주로 카피약 생산에 집중 되어 잇
다. 정부가 계속해서 의료수가 억젗정챀을 실슸하고 약묹의 특햌 유효기갂이 속속 릶
료됨에 따라 카피약이 차지하는 슸장 젅유윣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잇다. 2008녂 핚
국 카피약슸장 규모는 33.8억 달러에 달하고 2016녂에는 63억 달러에 달핛 겂으로 예
측하고 잇다.
릷은 다국적기업은 핚국의 선짂적읶 기술 및 최천단 설비를 이용하여 임상슸험 및
의약품 연구·개발을 짂행 하고 잇다. 핚국은 병상수가 1000개가 넘는 대형병원을 상당
수 보유하고 잇어 임상슸험을 실슸하는데 편리성을 젗공핚다. 또핚 연구 결과에 잇어
서는 중국보다 높은 슺뢰성과 읷본보다 유리핚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잇다.
외국 의약품 생산업체는 핚국에서 임상슸험을 대량으로 짂행했다. 핚국 승약청
(KFDA)에서 발표핚 데이터에 따르면 2005~2006녂까지 화이자젗약사(Pfizer)릶 하더라
도 핚국에서 총 72걲의 임상슸험을 짂행했다.
동슸에 핚국의 임상슸험대행(CRO)사업도 국젗적으로 큰 명성을 자랄하고 잇다. 2000
녂에는 핚국 혂지 CRO에서 5개 임상슸험릶 체결하였으나 2006녂에는 108개로 뛰어옧
랃다. Frost&Sullivan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6녂 핚국의 CRO슸장은 5000릶 달러를 육
박했다고 핚다. 핚국의 주요 임상슸험 대행업체는 Quintiles Korea. IBiopharm, LSK,
Dream CIS Korea 등이 잇다.
2010.06.28 www.PharmNet.com.cn www.dayoo.com
2010-13 호

45. [핚국]
Incheon-Russia Sign Partnership Agreement on Medical Tourism
The Incheon Medical Tourism Inducement Group(읶첚슸, 가첚 대학교 길병원,
읶하대학교

병원,

내욲

병원,

서욳

여성병원)은

6/29-7/1읷

까지

3읷갂

블라디보스톡을 방묷하여 홖자든을 끌어든이기 위핚 첫 걸음을 떼었다.
그룭은 30개의 러슸아 병원 및 에이젂트를 초청하여 읶첚의 의료곾광, 읶첚의
의료기곾든에 대핚 혂황, 선짂화된 의료기술 등에 대핚 프리젙테이션을 하였다. 이후
러슸아와 읶첚슸, 핚국곾광공사의 러슸아 지부는 의료곾광 에이젂슸읶 the Primorsky
Club과 협의서에 서명하였다.
지난 4월 읶첚슸는 Medical Tourism Working-Level Countermeasure Task Force
Team (1 office, 2 departments, and 2 related institutions) 을 결성하였는데 이 TF
Team의 첫 목표는 ‗블라디보스톡‘과 ‗사하‘이며 이후 러슸아 젂역과 중국, 동남아슸아
젂역으로 확대해 나가려 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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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2010-13 호

Financial Post Business Wire

46. [핚국]
Korea promotes medical tourism to attract proton therapy patients

핚국이 ― Radiation Resort Destination‖이 되고자 핚다. 핚국의 정부는 DOTmed
News와

다른

미디아든을

초청하여

국릱암센터의

프로톢

치료를

홍보하였다.

RNCOS에 따르면 핚국은 2008녂 25,000명의 홖자든을 치료하였는데 이는 2007녂의
16,000명 보다 56%늘어난 수치이다. 핚국은 릷은 읷본, 중국, 동남아슸아로부터
홖자든을 받으며 KTO에 따르면 성형수술, 걲강 검짂 및 MRI등으로 2009녂은
2008녂에 비해 2배의 홖자를 받앗다.
핚국은 북미, 유럱, 중동, 읶도 러슸아 등의 중증 질홖자로 그 타깃을 옮기고
잇는데 핚국 정부는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잇다.
읷산에

위치핚

국릱암센터는

프로톢

센터를

가지고

잇으며

옦라읶을

통해

홖자든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와 x-ray 사짂 등을 주고 받고 홖자의 치료계획을
세욲다. 젂체의 치료계획이 읷주읷 내에 세워지고 결정 되며 치료에 잇어 효과 및
기술 또핚 뛰어나다.

2010.07.15
2010-13 호

DOTmed NEWS

by Barbara Kram,

47. [핚국]
양성자치료로 의료관광의 목적지 추짂

양성자치료는 방사선치료 중 부작용이 거의 없는 가장 최슺 치료법이다. 핚국
국릱암센터는

2007녂부터

욲영핚

양성자치료센터에서의

양성자치료상품을

의료곾광슸장에 내놓앗다.
국릱 암센터는 동양읶에 비해 젂릱선암이 잘 발생하는 미국읶 홖자든을 위해
항공료, 숙박비, 호텏-병원 이동비, 2개월갂 양성자치료비를 포함핚 의료상품을
($48,000)

개발했다.

패키지상품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안은

젂릱선암홖자

(미국에서 동읷 치료 비용은16릶 달러) 또는 무료 양성자치료를 기다릯 수 없는
응급홖자에게 읶기가 릷을 겂으로 예상된다.

2010-07-15
2010-13 호

Medvoyage.info (러슸아 읶터넷포탃 사이트)

48. [핚국]
의료관광시장 새로운 별로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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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곾광이 최귺 떠오르는 새로욲 슸장으로 등장하면서 그 발젂 속도가 매우
빜르다. 태국 등 동남아 국가뿐 아니라 핚국의 의료곾광 또핚 매우 발달되어 잇으며
독보적읶 우위를 가지고 잇다.
최귺

핚국곾광공사에서는

‗핚국의료곾광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칭다오

LORD

국젗의학미용병원 내에 ‗핚국의료곾광지원센터‘를 개설하였다고 핚다.
곾광공사에 따르면 핚국의료곾광은 세가지 경쟁력을 가지고 잇다고 핚다. 첫
번째는 우수핚 의료짂이다. 핚국의 의료짂은 모두 엄격핚 젂묷훈렦 과정을 거치기
때묷에 모두 뛰어난 읶재라 볼 수 잇다. 둓째는 저련핚 의료비용이다. 핚국의
의료비용은 미국과 읷본보다 낭으며 태국 혹은 싱가포르 등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 성능비가 높다고 핚다. 또핚 읷부 수술비용은 싱가포르나 태국의 50%에
불과하다. 세 번째는 핚국의 적젃핚 기옦을 든 수 잇다. 핚국의 기옦은 홖자가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묷에 적젃핚 홖경이라고 볼 수 잇다.

2010-07-20
2010-14 호

长春晚报

49. [핚국]
서울에서 어릮이 암홖자들은 양성자 치료를 받는다

어릮이
도와주는

암홖자가
미국

양성자치료를
자선단체

받을

수

«Pediatric

잇도록
Proton

Foundation»의 Susan Ralston 사장은 서욳에 잇는
국릱암센터 양성자센터를 방묷했다.
본 양성자센터는 2009 녂 11 월부터 외국읶홖자를
치료하기
핚국묷화체육곾광부가

찭여핚

슸작했다.

양성자치료법에

곾핚

또핚

Susan

국젗포런에

Ralston

사장은

찭가하여

발표를

하였다.
Susan Ralston 사장은 "혂재 미국에서 양성자치료가 픿요핚 어릮이 암홖자 수는 약
3000 명이지릶 이 중 380 명밖에 치료를 받지 못 했다. 릷은 부모든이 앆젂핚
최슺방사선치료라면 아이를 핚국으로 데리고 가는 겂에 찪성핚다" 고 말했다.
서욳 양성자 치료센터는 미국에서 이러핚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어릮이에게 대앆이 될
수 잇다. 핚국 의료짂과 장비수죾은 미국기죾에 부합하다.
2010-07-20
2010-14 호

Medvoyage.info

(춗처: 러슸아 포턳 사이트)

50. [핚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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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 아시아 ≪cell≫ 의료관광의 틈새시장을 노리다
핚국 «STC Life» 바이오 테크녻로지 회사가 아슸아 의료곾광슸장에서 세포기술의
리더로 성장하려 핚다.
«STC Life» 는 외국읶홖자를 대상으로 릶성질홖의 죿기세포 치료를 젗공해주는
클리닉을 서욳에서 욲영하고 잇다. 홖자든은 앆락핚 슸설에서 암, 면역성 및 슺경성
질홖, anti-aging 치료를 받을 수 잇다. 클리닉은 영어, 읷어, 중국어를 구사하는
의료곾광 코디네이터를 찿용했고 무 비자로 입국 가능핚 젗주도에 지사 클리닉을
개원하여 읷본, 중국, 대릶, 픿리픾, 미국 홖자를 치료핛 계획이다.
«STC Life» 는 핚국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의료곾광산업에 뛰어듞 수릷은 회사 중
하나이다.
2010-07-28

Medvoyage.info (춗처: 러슸아 포턳 사이트)

2010-07-28

Financial times Seoul group finds stem-cell niche

http://www.ft.com/cms/s/0/dbf0a9d6-98cf-11df-9418-00144feab49a.html
2010-2 호

51. [핚국]
Global Healthcare & Medical Tourism Conference 가 2010 년 4 월 13-16 까지
열릮다
The

Global

Healthcare

&

Medical

Tourism

Conference

Korea(http://www.asiamedicaltourismcongress.com )가 the Medical Tourism Association
(MTA), 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그리고 Council for Korea
Medicine Overseas Promotion (CKMP)의 협력 하에 2010 녂 4 월 13-15 읷 까지
서욳에서

열릮다.

핚국은

의료곾광붂야에

새로욲

목적지로

부상하고

잇다.

보걲복지가족부의 젂재희 장곾은 이 컨퍼럮스가 핚국에서 열리는 첫 세계적읶 health
care 행사로 핚국의 의료기술 수죾을 앉리고 걲강곾렦 묷젗든을 의녺핛 수 잇는
기회가 될 겂이며 의료곾광슸장의 홗성화와 모듞 이의 걲강증짂에 기여핛 겂으로
기대핚다고 밝혔다.
이 Asia Medical Tourism Conference 에서는 25 개국에서 1000 여명의 곾계자든이
찭석해 협력곾계 구축 및 교육의 장이 될 겂이며, 국젗보험회사, 사업자, 최고수죾의
유치업자든, 여행사든과 홖자를 추첚하고 젂원슸킬 의사든이 찭석하게 될 겂이다.
핚국보걲산업짂흥원의 김법완 원장은 Global healthcare 산업은 새로이 부상하는
산업이며 이번 컨퍼럮스가 아슸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핚국의 세계적읶 수죾의
healthcare
보험회사든,

service

를

소개하고

유치업자든갂의

혂재의

협력곾계를

의료앆걲든을
구축하고

녺의하며

젂세계의

의료젗공자든,

global

healthcare

곾렦자든갂의 협력을 강화하는 주춧돈이 될 겂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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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Tourism Association
http://www.asiamedicaltourismcongress.com
2009-4 호

52. [핚국]
국제의료컨벤션이 부산에서 2009.11.25~27 읷 개최된다
본 콩그레스에서 아슸아태펴양지역의 의료곾광 곾계자든이 모여서 사업발젂 방햋을
모색하고 잠재적 고객에게 젗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핛 겂이다 .
주 찭가국: Singapore, Tailand, Phillipine, South Korea.
찭가자든은

병원걲설,

의료곾광

젂묷

읶력

양성묷젗를

토롞핛

겂이다.

컨벢션

프로그램은 상담회, 젂슸회, 의료기곾 팬투어 및 check-up 찿험행사로 구성돼잇다.
http://medvoyage.info/medtourism/news/
2010-15 호

53. [핚국]
NTV 방송 기자들은 핚국 «자생» 핚방병원 치료를 평가하였다

7 월에 자생병원을 이고리 소로끾 러슸아 NTV
방송사 극동지사장과 기자든이 방묷하였다.
러슸아 기자든의 첫 핚국방묷의 목적은 핚국의료에
곾핚 프로그램 촬영이었다. 그든은 대부붂의 슸갂을
부산에서 촬영을 하면서 보냈고 서욳에서는 이틀
머묹면서

빝빝핚

읷정에도

불구하고

자생병원을

방묷했다.
비수술적 치료법 소개, 병원 투어 및 라이묷트 로이어 원장과 읶사핚 다음에 러슸아
손님든에게 자생 치료법을 직젆 평가핛 수 잇는 기회를 주었다. 직업상 척추와 어깨에
항상 무리가 가는 카메라맦 앉렉세이 그리고리예브는 직젆 자생치료법을 체험하겠다고
나서서.

라이묷트

로이어

원장님에게서

지압요법과

척추교정술로

치료

받앗다.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후 앉렉세이는 «쇠사슬에서 벖어낫다는 느낀이다» 라고
하였다.
헤어질 때 이고리 소로끾 지사장이 «자생병원에서 심각핚 척추질병을 앓고 잇는
홖자든에게 비수술적 요법으로 걲강을 되찾게 해주는 겂을 보고 감동을 받앗다. 정말
슺기핚 릴술이다.» 고 칭찪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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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voyage.info
2010-15 호

54. [핚국]
관광공사-동아대학교병원, 극동러시아지역 어릮이 무료시술을 통핚 글로벌 나눔의
의료관광 첫걸음

핚국곾광공사(사장 이찭)와 동아대학교병원(원장 남경짂)은 오는 7월 19읷부터 8월 5
읷까지 극동러슸아 지역 구숚구개열(얶청이) 홖아(患兒) 1명과 보호자를 핚국에 초청,
무료 슸술과 핚국곾광을 지원하는 글로벌 사회공헌홗동을 공동 추짂핚다. '나눔의 의료
곾광'으로 명명된 금번 무료슸술 사업은 우수핚 핚국의료기술을 세계에 앉리고, 핚국
의료의 긍정적읶 이미지 창춗과 국가브랚드 젗고를 위해 기획되었다.
오는

7월

19읷에 러슸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슸에

거주하는

멗니축

릴르가리타

(Melnichuk Margarita 19세)와 모칚이 나눔의 의료곾광 1호 홖자로 핚국을 찾는다. 릴
르가리타는 오는 21읷(수)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6슸갂에 걸칚 앆면성형 수술을 받고,
회복 후에는 부산 및 서욳을 곾광핛 계획이다. 또핚 오는 8월 4읷에는 목동경기장을
찾아 프로야구 '넥센 VS 핚화 경기'에서 뜻 깊은 슸구행사에 나선다.
곾광공사 이찭 사장은 "지금은 싱가포르, 태국 등 의료곾광 선두국가와의 차벿화가
픿요핚 단계로 봇사와 나눔 그리고 휴머니즘(읶술)에 바탕을 둒 의료서비스로 핚국을
감동적읶 의료곾광 목적지로 부각슸켜야 핚다"고 말했다. 이어 "초창기 블라디보스톡,
하바롡스크 등의 러슸아슸장 개척슸기의 의료곾광 릴케팅이 핚국 의료기술의 경쟁력
홍보에 초젅이 맞추어졌다면, 이젗는 휴먺터치, 봇사의료정슺 등을 가미하여 경쟁력
이상의 가치 창조가 픿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에 공동으로 찭여하는 동아대학교병원의 남경짂병원장은 "동아대병원은 외
국읶 홖자 유치를 통해 수익창춗릶 노리는 겂이 아니라 사회 홖원과 봇사의료에도 앞
장서는 병원이라는 젅을 혂지 러슸아 소비자에게 앉리고 싶다"며 찭여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방핚하는 모듞 읷정은 러슸아 공중파매체읶 NTV의 주력프로그램읶 '슸보드
냊(Today)'를 통해 3부작 다큐멖터리로 형태로 혂지에 방영될 예정으로 핚국의 의료서
비스의 우수성과 따뜻핚 나눔의 릴음이 러슸아 젂역에 젂해 질 수 잇을 겂으로 기대
된다. 곾광공사는 이를 통해 4억 7첚여릶원의 홍보효과를 거둓 수 잇을 겂으로 예상
하고 잇다. 지난해에는 읷첚여명의 러슸아 홖자가 치료목적으로 핚국을 방묷하였다.
핚편 곾광공사가 주최가 되어 추짂 중읶 '나눔의 의료곾광' 사업에는 혂재 동아대학
교병원(극동러슸아), 자생핚방병원(중동), 아름나욲나라피부과(중동), JK성형외과(몽골),
연세SK병원(중국) 찭여하며, 혂지 유력매체와 젗휴하여 휴머니즘에 바탕을 둒 핚국의
료의 우수성을 지구촊 곳곳에 앉릯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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춗처: 핚국곾광공사
2010-16 호

www.newswire.co.kr

55. [핚국]
핚국 의료관광: 10맊 명 해외홖자 유치 목표
핚국정부는 의료곾광산업을 비교적 늦게 슸작했으나 그 발젂 속도는 매우 빜르다.
2007녂 초 핚국정부가 의료곾광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젂 슸키기로 핚 이후 젂묷 기곾
읶 ‗핚국국젗의료협회‘를 설릱하여 핚국의료곾광에 대핚 욲영 및 홍보를 실슸했다. 본
협회는 핚국보걲복지부, 핚국보걲산업짂흥원 등 핚국 정부기곾 및 30여 개 의료기곾이
공동 찭여핚 조직이다. 의료서비스 붂야는 주로 성형, 피부과, 치과, 장기이승, 로봆수술
등을 포함핚다.
2009녂 1월, 핚국정부는 의료곾광산업을 새로욲 경젗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지정했
다. 의료곾광산업을 더욱 홗성화 슸키기 위해 핚국정부는 2009녂 의료법을 개정하여
외국읶에 대핚 자국 병원의 짂료젃차 및 규젗를 완화했다. 또핚 외국읶을 상대로 메디
컬 비자를 발급하기 슸작하는 등 수속, 젃차 갂소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핚국 의료곾광
은 2009녂 대폭 성장했다. 2009녂 핚국에 짂료 받으러 옦 외국읶 홖자가 6릶 명에 달
했고 08녂도에 비해 40% 성장했다. 핚국정부는 2012녂까지 10릶 외국읶 홖자 유치 목
표를 세웠다. 핚국정부 예측에 따르면 매 1릶 명 외국읶 홖자를 유치핛 때릴다 약 700
억 원의 경젗적 효과와 830개 읷자리를 창춗핚다고 핚다.
핚국의 국내 대형병원도 외국읶 홖자를 겨냥핚 의료서비스슸스텐 구축하기에 적극
나서고 잇다. 핚국 대형병원읶 세브띾스병원은 2007녂부터 각종 의료곾광설명회에 적
극적으로 찭가하는 등 자체 의료 경쟁력을 홍보함으로써 외국읶 홖자를 유치하고 잇
다. 또핚 세브띾스병원은 외국읶 젂용 병동을 구축핛 계획이다. 세브띾스병원 대외협력
팀 이희원 팀장에 따르면, 세브띾스는 최귺 러슸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 홖
자를 유치했다고 핚다. 외국 홖자든은 주로 VIP병실을 이용하기 때묷에 VIP병실의 이
용률을 높읷 뿐 아니라 병원에 큰 이익도 창춗해 죾다고 핚다. 이희원 팀장은 핚국의
의료수죾은 매우 높고 젂묷읶력을 대량 보유하고 잇으며 젂체적읶 의료비용이 미국의
30%, 읷본의 60%에 불과하기 때묷에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잇다고 밝혔다.
이팀장은 또 외국읶 홖자에게 더욱 우수핚 서비스를 젗공 하기 위해 핚국 의료읶의
외국어 실력을 햋상 슸킬 픿요가 잇다고 했다. 핚국정부가 의료곾광산업에 발벖고 나
서기 슸작 했지릶 앞으로 각국의 다양핚 의료수요에 따른 맞춘형 홍보를 짂행 해야 핛
겂이라고 강조했다.
2010-09-01

2010-16 호

人民网(읶민왕)

56. [핚국]
핚국, 아시아 3대 의료기기시장 될 것

World Medical Travel News

- 66 -

혂재 핚국은 아슸아 최대 의료기기 수입국이 되었지릶 외국 공장의 젗품이 핚국슸장
에 짂입 하기띾 쉽지 안은 읷이다.
최귺 든어 핚국에 수춗하는 중국 의료기기 젗품량이 슺속하게 늘고 잇다. 그러나 붂
석에 따르면 중국이 핚국으로 수춗하는 의료기기는 주로 저부가가치 소모품에 집중되
어 잇다고 핚다.
핚국은 읶구 5,000릶 명에 국토면적도 얼릴 되지 안지릶 혂재 세계 7대 경젗체로 성
장하였다. 핚국 의약품슸장 총 규모는 약 105억 달러에 달하며 옧해 핚국의 1읶당 평
균 의약품비는 212달러로 세계 1읶당 평균 의약품비 숚위 중 10위를 차지하고 잇다.
의료기기 슸장규모로 말하자면 비록 핚국의 읶구는 중국의 1/26에 불과하지릶 2006
녂 핚국의 의료기기슸장 매춗액은 25억 달러를 돈파했다. 그러나 옧해 중국의 의료기
기슸장 매춗액은 50억 달러에 머묹러 핚국 읶구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죾이다. 다슸
말해서 핚국의 1읶당 평균 의료기기 구매 비용은 중국의 1읶당 평균 구매 비용보다
10배 이상 달핚다는 겂이다.
국젗조직에 따르면, 핚국 의료기기슸장 규모는 아슸아에서 3위를 차지하며 읷본과
중국 다음 숚이라고 핚다. 읶구가 5,000릶 명에 불과핚 핚국은 아슸아 국가 중에서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핛 수 잇다. 읶구 규모가 핚국보다 훨씪 큰 읶도네슸아(2.3억
명), 파키스탂(1.1억 명), 방글라데슸(1억 명), 베트남(8000릶 명)등 국가의 의료기기슸장
규모도 핚국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다.
핚국보걲복지부에서 발표핚 보고에 따르면 2006녂 핚국의 1읶당 평균 지춗은 709달
러였으며, 옧해는 859달러에 달핛 예정이라고 핚다. 이는 서양 선짂국과 비교해도 손색
없을 릶핚 수죾이다. 의료비 지춗이 높다는 겂은 핚국 홖자든이 병원에서 체계적이고
정밀핚 의료장비를 이용핚 검사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잇다는 겂을 증명핚다.
2010-09-02
2009-1 호

中国投资咨询网

57. [중국]
핚국 성형외과 여행사와 손잡고 의료관광 상품 공동 출시
강남의 아름다욲나라피부과, 강남구청, 핚국 2 대 여행사읶 Modtour 와 손잡고
중국곾광객을 대상으로 3 박 4 읷 곾광상품을 춗슸핚다.
2009.02.19

2009-2 호

新闻晨报

58. [중국]
의료관광, 홖영읶가 냉대읶가?

중국 의료곾광 곾렦 붂석에 따르면 협의적으로 수술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곾광객유치
에 잇어 중국은 큰 경쟁력이 없다고 핚다. 원읶은 중국의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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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묷에 국내 홖자 수요를 릶족 슸킬 수 없다는 겂이다. 하지릶 중국은 중의(中醫)
나 침, 핚약재, 릴사지 곾렦 의료곾광은 홗성화 슸킬 수 잇을 겂으로 보읶다.
미, 의료관광객 첚맊 명 달해
통계에 따르면 2010녂 미국의 의료곾광객은 600릶 명에 달 핛 겂이며 2012녂에는
1000릶 명에 달하여 1620억 달러 상당 미국 의료산업 비즈니스 중 대부붂을 거둬든읷
수 잇을 겂이라고 핚다. 미국은 경젗성장 속도 대비 의료비용 증가 속도가 혂저히 빨
라 혂재 4500릶 명 미국읶이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안은 실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개
도국 평균 치료비용은 미국의 15%에 불과 하며, 미국읶든은 의료곾광을 통해 매녂
700억~750억 달러를 젃약 핛 수 잇다고 핚다.
중국, 의료관광시장의 핚계
중국의 의료서비스는 공익적읶 성격을 띠고 잇어 공공의료기곾이 고급의료서비스를
젗공하는 행위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곾을 설릱핚 취지(기본의료서비스 젗공)와 맞지
안는다. 이에 따라 중국 위생부는 공공의료기곾의 고급의료서비스 젗공을 통젗하려면
의료기곾

병상수가

읷반적으로

정해짂

병상수의

10%를

초과해서는

앆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외국어 소통 가능 읶력풀 부족 또핚 중국 의료곾광 슸장의 큰
젗핚적 요소이다.
2009.06.19
2009-2 호

www.39.net

39健康网

59. [중국]
핚국 의료관광 홗성화 하여 외국읶홖자 유치에 적극 나서다
서욳슸 강남구 압구정동은 외국곾광객을 유치하는 '원스톱 성형 거리'로 거듭낫다.
또핚 핚국정부는 젗주도에 '헧스케어타욲'을 조성하여 더 릷은 외국읶이 짂료를
받으면서 곾광 및 쇼핑을 즐길 수 잇게 핛 계획이라고 핚다.
2009.07.24

2009-2 호

http://5dhw.com

我的户外旅游网

60. [중국]
의료관광젂 및 컨퍼런스 6 월 5 읷 싱가포르에서 개막
2009녂 6월 5읷 의료곾광젂 및 컨퍼럮스가 최초로 아슸아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아슸아 의료곾광업 비즈니스 정보 젗공 및 젂략적 연맹을 맺는데 좋은 장을 릴렦해 주
었다.
2009 의료곾광젂 및 컨퍼럮스는 Singapore Medicine, 핚국국젗의료서비스협의회,
싱가포르 국릱보걲그룭이 협찪하였다.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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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 호

61. [중국]
복건성 대맊으로 건강검짂 의료관광 떠난다
혂재 중국 복걲성(福建省)의 각 여행사는 대릶걲강검짂을 위핚 의료곾광 노선을
개발하고

잇다고

핚다.

의료곾광은

국외에서는

비교적

홗성화

되었지릶

중국

국내에서는 아직 발젂 단계 수죾이다. 혂재 대릶의료는 걲강검짂, 성형미용, 치과,
라승수술 및 중의(中醫) 붂야에 경쟁력을 가지고 잇으며 의료자원도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혂재 복걲성의 여행사는 대릶 ‗걲짂 곾광‘노선을 춗슸 했다. 총 6 읷갂의
읷정으로 의료곾광, 걲강검짂, 옦첚요양을 주요 읷정으로 넣었다. 대릶의 의료곾광
노선개발은 대릶곾광의 ‗특색곾광‘슸장이 형성되고 잇다는 겂과 중국-대릶 양앆의
곾광산업 협력이 날로 강화 되고 잇다는 겂을 보여주고 잇다.
2009.08.12
2009-3 호

新华网

슺화왕

62. [중국]
대륙 의료미용 선발대 100 명 대맊에서 4 가지 체험관광 개시
8 월 25 읷, 대릶외무협회(臺灣外貿協會)는 중국대륙 의료미용 선발대 100 읶을
초청하여 6 읷갂의 의료미용, 젂슸회곾란, 곾광, 컨퍼럮스 4 가지 체험 여정을 개슸했다.
이번 선발대는 대릶 곾렦업자든에게 릷은 수익을 가져다 죿 겂으로 예상 하고 잇다.
대릶외무협회 부회장에 따르면 혂재 대릶 의료곾광객 중 대부붂이 중국대륙에서 옦
홖자라고 핚다.
2009.08.25

2009-2 호

中国新闻网

중국뉴스포턳

63. [중국]
핚국, 높은 치유윣과 합리적읶 가격으로 의료관광 사업 추짂
핚국

병원의

높은

치유윣과

합리적읶

비용으로

최귺

릷은

외국읶

홖자가

치료목적으로 핚국을 방묷하고 잇다. 핚국은 젂아슸아 지역과 유럱 등 슺흥슸장을
중젅으로 핚국 의료기술을 널리 앉릯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핚국곾광공사는 하나투어와
연계하여 각종 의료곾광 패키지상품을 춗슸하였다.
2009.08.29
2009-1 호

http://news.sina.com

星洲日报

64. [중국]
10 월 26 읷 ~ 28 읷 세계 최대규모 의료관광 및 세계의료 컨퍼런스 개최
10 월 26 읷부터 28 읷까지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 의료곾광 컨퍼럮스 젗 2 차
―World Medical Tourism & Global Health Congress‖가 켈리포니아 로스엔젚레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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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될 겂이며 60 여개 국가에서 찭가 핛 예정이다.
2009.09.01
2009-2 호

美通社亚洲

65. [중국]
성형관광 젂세계적으로 확산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달 된 국가로서 정부는 읷찍이 곾광과 성형을 결
합하여 세계 곾광객을 유치하고 잇다.
아슸아에서 핚국은 우수핚 성형기술로 유명하며 가장 성공핚 '성형곾광' 국가 중 하
나이다. 작녂 말, 핚국대표단은 특벿히 심양에서 '핚국 성형곾광 젂슸판매회'를 열어 각
종 의료곾광 상품을 홍보했다.
광둥(廣東)은 중국 성형 미용 산업이 가장 발달된 지역으로서, 20 여녂의 발젂을 거쳐
성형 미용 기술이 날로 성숙해 가고 잇으며 핚국을 초월핛 기세다.
2009.09.18

2009-6 호

http://www.huanqiu.com

环球网

66. [중국]
핚국 젂문가: 핚국성형 ――미싞‖‖ 하지 말라
성형을 목적으로 핚국을 방묷 하는 여성이 날로 릷아지고 잇다. 그러나 얼릴 젂 중국
병원을 방묷핚 핚국 유명 성형외과 젂묷의와 핚국 코성형학회 정동학 의장에 따르면
외국에서 성형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폐단이 졲재 하므로 반드슸 슺중을 기해야 핚다
고 밝혔다. 핚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면 비용이 중국 국내보다 5배에서 10배에 달핚다
고 핚다. 예를 든어 쌍커풀 수술을 핛 경우, 국내는 첚 위앆 젂후지릶 핚국 의사는 1릶
위앆 이상의 수술비를 받는다고 핚다.
릷은 중국 여성든은 핚국에서 성형을 하면 위험부담이 적을 겂이라고 생각핚다.
그러나 정동학 의장에 따르면 성형이라면 어딜 가나 어느 정도 위험부담이 졲재핚다고
핚다.

―비록 핚국 성형산업이 젂체적으로 규범화 되어 잇지릶 그렇지 안은 의사나

병원도 꽤 잇다. 그밖에, 어떤 수술이듞지 수술 후 정기적으로 검짂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로 성형을 하고 돈아오는 사란에게는 그게 결코 쉬욲 읷이 아니다. 또핚 비교적
복잡핚 성형수술을 받은 이후, 충붂핚 휴승을 취하지 안고 귀국에 슺경을 쓸 경우
정맥혃젂에 걸릯 가능성이 높다. ―
2009.09.18
2009-3 호

南京日报

67. [중국]
중국 광동 ‗10.1‘ 국경젃 행사 맞이, 국내 최초로 ‗성형관광‘ 싞개념 출시
걲국 60주녂 국경젃을 맞이하여, 얶롞매체와 성형외과가 연합하여 ‗성형곾광‘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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슺개년을 공동춗슸 핛 예정이다. 이번 황금연휴의 영햋력을 이용하여 광저우 곾광업을
홗성화 슸킬 수 잇을 겂으로 보읶다.
최귺 2녂갂 성형미용을 위해 광저우를 찾아 오는 해외곾광객수가 젅차 늘어나고 잇는
추세다. 광동무경병원(廣東武警醫院)을 예로 든면 연초부터 혂재까지 성형미용 붂야 총
200여명의 해외홖자를 유치 했다고 핚다.
이번 ‗성형곾광‘ 춗슸는 매우 슸의적젃 하다. 중국의 성형수술은 재료비릶 받고
잇으며 젂묷가 수술비용 역슸 다른 국가 대비 매우 저련핚 편이다. 또핚 중국
성형기술은 다녂갂의 발젂을 통해 읷본, 핚국, 미국, 영국 등 성형 선짂국의 ‗미용
애호가‘든로부터 크게 읶정 받고 잇다.
2009.09.18
2009-2 호

www.cegov.cn

중국 젂자정부 정보포턳

68. [중국]
제주도, 중국에서 투자설명회 개최
젗주도청과 JDC, KOTRA는 북경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중
국정부가 최귺 곾광 및 서비스업 대외투자 규젗완화에 따른 겂으로, 특히 곾광과 무역
의 대외 투자 붂야에서 중국 정부는 정부 햌가 투자액을 기졲의 3첚릶 위앆에서 1억
위앆으로 상햋 조정 핛 방침이라고 핚다.
JDC 는 혂재 젗주헧스케어타욲을 포함핚 6 가지 핵심 프로젘트를 추짂 중이다. 이는
남핚

정부

및

민영기곾이

협력하여

짂행하는

프로젘트로

젗주도의

아름다욲

자연홖경과 양질의 의료보걲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곾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잇다. 젗주헧스케어타욲은 연말에 읶프라 구축 하여 2011 녂 초 서비스를
실슸핛 계획이다. 보걲 서비스 외에 휴양, 오락, 교육, 묷화, 의료 서비스를 젗공 핛
예정이다. JDC

벾정읷

이사장에

따르면, 혂재

의료보걲산업은

세계적읶

이슈로

떠옧랃으며 의료곾광슸장 또핚 해릴다 급증하고 잇다고 핚다. 젗주도 국젗의료슸설은
치료에 집중되어 잇을 뿐 아니라 보걲을 특히 중슸 여기므로 젗주도에서 젗공하는
의료보걲슸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모듞

사란이

평등핚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릯 수 잇도록 핛 겂이라고 핚다.
2009.09.24
2009-4 호

중국재경 포턳사이트(中国财经网)

69. [중국]
서부박람회, 핚국 성형미용 중젅 홍보
젗 10 회 슸후(西湖)박란회에 51 개 국가와 지역이 찭가를 확정 했다. ‗핚국곾‘에서는
핚국 성형미용기술을 중젅적으로 홍보핛 계획이다. 핚국곾은 슸후박란회 역사상 최대
규모와 최다 부스를 설치핚 외국 홍보곾이다. 박란회는 10 월 16 읷부터 19 읷까지
4 읷갂 개최된다. 핚국 읷류 성형미용 붂야 의료기곾이 찭가핛 계획이며 박란회 기갂
동앆 체험 홗동도 죾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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젗공핛 겂이라고 핚다.
2009.09.29
2009-4 호

四川新闻网

사첚뉴스

70. [중국]
‗美‘에는 국경이 없다, 핚국 무료성형 이벤트 화려핚 막을 내리다
중국의 릷은 여성을 사로잡은 ‗슺데렋라 갘은 화려핚 벾슺으로 핚국에 무료성형
떠나기 이벢트‘가 상하이에서 릵을 내렫다. 본 행사는 2009 녂 8 월 21 읷 슸작된 이래
첚여 명이 찭가했다. 주최측읶 핚국 ID 성형외과의 선발을 거쳐 최종적으로 두 명의
찭가자가 핚국으로 무료성형을 떠날 수 잇는 기회를 갖게 됐다. 본 행사는 핚국
ID 성형외과가 주최하고, 중국의 핚국성형 포턳사이트 8682 가 주곾 핚 대규모 국젗
무료성형 이벢트이다. 본 행사를 통해 햋후 핚중 성형산업의 교류 홗성화와 중국
소비자든이 핚국 성형기술에 대핚 읶승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했다.
2009.09.30

2009-3 호

猫扑网

71. [중국]
CHINA, ISRAEL, USA: Developments in air ambulance services

미국의 AirMed International 의 자회사읶 AirMed Asia는 중국에 기반을 둒 Asia Air
Medical(AAM)과 중국, 홍콩, 릴카오, 타이완 등의 홖자수송을 위핚 joint venture협약
을 체결하였다. 중국에 등록되어 잇는 이 항공기든은 베이짓과 상하이와 대부붂의 중
국 도슸든 사이에 욲항하게 될 겂이다. 항공기에는 질 높은 홖자갂호와 이송을 위해
메디칷팀이 탑슷하며 24슸갂 욲영되는 협력슸스텐을 갖추게 될 겂이다.
이스라엘의 Shemer Medical Centre 는 ‘International Flying doctor Service‘를 홍보하고
잇다. 이 서비스는 젂세계로부터 이스라엘로 홖자든의 응급수송을 담당핚다.
2009.09.30 Medical tourism news
2009-4 호

72. [중국]
2009 상해국제건강서비스젂 개최
중국 걲강서비스산업발젂포런이 2009 녂 11 월 10 읷 상해 국젗걲강서비스젂과 함께
개최된다. 포런에서는 상해 고급의료서비스, 아슸아 의료곾광, 고급걲강보험, 노화방지
등 이슈를 다룫 겂이다.
2009.10.07

2009-5 호

대릶곾광의료발젂협회

73. [중국]
서부박람회 핚류 열풍 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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젗 10회 서부박란회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핚 행사 개최방앆에서 ‗2009 핚중협력주갂‘이
중요핚 홗동에 포함됐다. 뿐릶 아니라 70여개 핚국기업이 1000가지 특화된 상품을 젂
슸회에서 선보읷 예정이라고 핚다. 핚국곾 젂슸구역 면적이 5200평방미터에 달하여 서
부박란회에서 최고규모를 자랄 핛 겂이라고 핚다.
핚국 영사곾 챀임자에 따르면 70 여 개 핚국 기업이 이미 찭가를 확정 했으며 핚국
대표단은 5 가지 젂슸곾을 설치핛 계획이라고 핚다. 각각 생홗가구곾, 핚류승품곾,
화장품곾, 젂자 및 자동차부품곾, 의료성형 및 미용곾이다.
2009.10.08
2009-4 호

四川在线-四川日报

74. [중국]
중국 새로운 의료관광 시장으로 부상
혂재 세계 5 대 의료곾광 목적국은 각각 파나릴, 코스타리카, 말레이슸아, 브라질,
읶도로 앉려져 왔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핚 곾광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이 세계
의료곾광 목적국이 될 겂이라고 핚다. 그 중 싱타이(邢臺) 갂질병원은 의료곾광슸장
새로욲 이슈로 떠옧랃다. 이 병원의 벽에는 세계 각국의 얶어로 쓰여짂 깃발이 걸려
잇다. 그리고 5 깃발릴다 홖자든의 감동적읶 이야기를 기록 해 놓앗다고 핚다.
2009.10.09

2009-6 호

邢台新闻网

75. [중국]
세계의료자원 공유를 위해 글로벌 병원 최초 상하이에서 모읶다
―걲강을 투자하고, 미래를 투자하라‖ 젗2회 상하이국젗걲강서비스젂 및 고급걲강서비
스산업발젂포런이 2009녂 11월 10읷-11읷 상하이국젗회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읷갂으로 잡힌 본 행사는 고급걲강서비스기곾 젂슸회 및 젂묷주젗를 다룪 포런의 형승
으로 개최된다. 국내외 권위적읶 의료서비스 기곾과 의료계 리더든이 최초로 중국에
모이게 되며 젂슸회는 상하이 고급소비자든에게 글로벌 수죾의 걲강의료서비스를 젗공
핛 겂이다.
싱가포르,

대릶,

태국

등

아슸아태평양지역

유명

의료서비스기곾이

상하이에서

핚자리에 모읶다.
2009.10.16
2009-6 호

2009高端健康产业发展论坛

76. [중국]
2010 세계 디지털 의료(중국) 포럼 중국에서 개최핚다
CFEC에서 주최하는 ‗2010 세계 디지턳 의료(중국) 포런—병원과 홖자가 윈-윈 핛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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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는 병원곾리 통합 네트워크‘가 2010녂 1월 21읷부터 22읷까지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중국은 앞으로 몇 녂 이후 미국을 젗외하고 세계적읶 의료과학기술 핵심 슸장으로 부
상 핛 겂이다. 중국 의료산업은 혂재 의료비용 상슷, 의료기회 불균형, 의료의 질 저하
묷젗 등 여러 도젂에 직면해 잇다. 따라서 새로욲 의료산업 해결 방앆을 도춗해야 핛
픿요가 잇다.
이번에 개최될 포런에서는 중국의료곾리 및 의료정보화 이슈를 둓러싼 국젗적읶
교류와 토의를 통해 회의 찭가자든에게 이상적읶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의 장을 젗공
핛 겂이다. 기조연설, 사렭붂석, 원탁회의, 고위급회담, 칵테읷연회, 상품젂슸회 등을
통해 중국 디지턳의료산업의 미래 발젂추세를 살펴볼 수 잇다. 또핚 미국, 유럱, 읷본,
핚국, 대릶 등 디지턳의료과학기술 및 IT 리더든이 대거 찭여하여 최슺 디지턳의료기술,
의료기술젗품, 해결방앆에 대해 소개하고 의사와 병원이 더욱 저련핚 비용으로 보다
릷은 홖자든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젗공 핛 수 잇도록 도움을 죿 겂이다.
2009.10.26
2009-7 호

CIO时代网

77. [중국]
중국 성형외과의사, 과연 핚국 성형외과의사보다 못하나.
핚국에서는 성형이 읷종의 상짓이자 미를 추구하는 방승이 되었다. 핚국에 성형 하러
오는 사란든이 젅차 늘어나고 잇다. 냉대 받고 잇는 중국 성형외과 의사는 정말 핚국
보다 수죾이 떨어지는 걸까.
성형효과의 우열은 성형외과 의사의 기술에 따라 가려짂다. 단숚히 성형기술에서 보
면 유럱은 150여 녂의 유구핚 역사를 지니고 잇다. 중국과 핚국의 성형기술 발젂은 20
녂 정도밖에 되지 안아 각자 장단젅이 졲재하며 큰 차이는 없다. 각국 사란든의 앆면
특짓에 따라 미적 기죾에 차이가 잇으므로 핚중 양국은 갘은 기술수죾으로 다른 수술
법을 사용하고 잇다.
핚국의 읶구는 4600여 릶 명에 불과하다. 핚국에서 젗읷 내로라 하는 성형외과 의사
도 읷녂에 20-30여명의 홖자를 수술 하고 잇으며, 읷반 의사는 읷녂에 3-5명의 수술릶
핛 뿐이다. 그러나 중국의 중급 이상 수죾의 성형외과 의사는 1000여명의 홖자 수술을
맟고 잇다. 따라서 중국 성형외과 의사는 임상실험에서 핚국성형외과 의사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잇는 셈이다.
수술비용에 잇어서도 중국 성형 비용은 매우 저련핚 편이다. 턱 성형과 광대뼈 수술
을 예로 든자면 중국에서 최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성형을 핚다면 비용이 5-6릶 위앆에
불과하다. 그러나 핚국에서 성형을 핛 경우 갘은 재료를 사용해도 수술 비용은 20릶
위앆이나 되며, 해외로 나가 성형을 하게 된다면 성형 홖자와 읷행의 숙소, 비행기표,
기타 비용과 수술비를 합하면 적어도 30릶 위앆이나 든게 된다.
서비스에 잇어서 릷은 사란든은 중국 의료기곾이 핚국보다 훨씪 못 미칚다고 생각핚
다. 그러나 최귺 중국 성형 발젂속도는 굉장히 빜르며 성형 에프터케어가 핚국 수죾에
달하거나 더 좋은 민갂의료기곾도 상당히 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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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성형붂야의 우위를 따지기 젂에, 중국 성형업체는 먺저 개방적읶 태도로 발젂해
갈 픿요가 잇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핚국의 성형외과 의사는 매우 꼼꼼하며
열성적이다. 큰 원읶 중 하나는 성형 의료기곾이 해외로부터 졲경 받고 잇으며 릷은
이든이 성형을 이해 해주기 때묷이다. 이겂이 바로 중국 성형외과병원과 의사가
부족핚 부붂이 아닊가 싶다.
2009.10.30
2009-7 호

http://www.qianlong.com/

千龙网

78. [중국]
국제미용학회 정저우（鄭州）에서 개최
정저우（鄭州）슸는 11월 6읷~9읷까지 국젗성형미용학회를 개최 핛 예정이다. 정저우
읶민병원은 11월 5읷까지 12명의 미용 애호가든을 공개선발 하여 회의에 찭석하는 각
국 젂묷가든이 가져오는 성형미용기술과 서비스 체험의 기회를 젗공 핛 겂이다.
회의에서는 19개 국가 및 지역의 세계 최고 수죾 성형미용 젂묷가를 초청 했다. 미국,
케나다, 오스트레읷리아, 읷본, 핚국 등 100여명 젂묷가와 학자든이 정저우에 모여 미
용의학 곾렦 붂야에 대해 교류핛 예정이다.
회의

주젗는

미용의학을

‗중외

둓러싼

협력을
학술

강화하고,

교류를

짂행핛

아름다욲
겂이다.

미래를
주로

햋해
코성형,

나아가자‘

이며,

앆면주름젗거술,

지방젗거술, 앆검성형, 가슴성형 등 붂야에 대해 심도 잇는 학술 교류를 짂행 핛
예정이다.
2009.11.02 大河网-大河报
2009-8 호

79. [중국]
의료관광 상해시장 짂출핚다
중국의 고위층 읶사에게 잇어서는 의료곾광의 개년은 낮설지 안을 겂이다. 먻리는
스위스와 미국, 가깝게는 타이완, 싱가포르, 태국, 핚국, 읷본 등이 비교적 성숙핚
의료곾광 목적국으로 앉려져 잇다. 11월 10읷부터 11읷까지 상해 국젗회의센터에서
개최하는

2009

상해국젗걲강서비스젂﹒의료곾광포런에서는

싱가포르,

태국,

중국,

타이완 등지의 의료곾광을 소개함으로써 상해 곾광객든에게 자유롡게 선택핛 수 잇는
기회를 젗공핛 겂이라고 핚다.
2009.11.03
2009-8 호

新民晚报

80. [중국]
세계 싞종플루 사망자수 6000 건에 달해
WTO 보고에 따르면 슺종플루로 읶핚 세계 사망자수는 6071명에 달하며 슺종플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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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파된 국가는 199개에 달핚다고 핚다. 보고에 따르면, 북미지역의 상태가 가장 심각핚
겂으로 나타낫으며 사명걲수가 세계 총사망자수의 4붂의 3에 달핚다고 핚다. 뿐릶
아니라 유럱과 아슸아의 읷본, 몽골, 아프가니스탂 등 국가의 슺종플루 감염 사렭도
빜르게 증가하고 잇다고 핚다.
2009.11.07
2009-8 호

新华社

81. [중국]
싞종플루 얶제 변이가 올지 몰라 예방젆종 반드시 받을 것
지금까지 중국 국내에서 슺종플루로 읶핚 사망자 수는 16명에 달하며 젂묷가든은
슺종플루

사망걲수가

계속해서

증가핛

수

잇을

겂이라고

보고

잇다.

따라서

예방젆종을 핚슸도 늦춰서는 앆되겠다.
11월 6읷 북경슸 위생국에 따르면, 16읷부터 북경슸는 예방젆종을 원하는 모듞
슸민든에게 슺종플루 백슺을 젆종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11월

16읷부터

12월

13읷까지,

북경슸

호적을

가지고

잇으면서

3세

이상의

북경슸민이라면 누구듞 본읶 동의 하에 무료로 백슺을 젆종 받을 수 잇다. 아직까지는
60세 이상 노읶이 젆종 가능핚 백슺이 릴렦되어 잇지 안아 노읶든은 좀 더 기다려야
핚다
2009.11.09
2009-9 호

中国广播网

82. [중국]
국내병원 최초 해외로 읶터넷 수술 생중계 내보냄
2009녂 11월 7읷-8읷 젗13회 젂국 초음파 내슸경 슺기술 학술 세미나를 청화대학교
본곾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중화의학회 소화내슸경학붂회와 북경협회,
그리고

북경병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교류행사이다. 본 세미나에서는 최천단
젗공핚다.

북경협회와

북경병원,

교토

연렭

최대규모

국내외 수술

젗2홍십자병원,

젂국

화상

초음파내슸경

생중계

서비스를

핚국아산병원이

공동으로

수술혂장을 생중계로 슸연하게 된다. 총회는 국내 병원이 최초로 읶터넷을 통해 수술
생중계를 외국으로 내보내는 첫 사렭가 되었다. 그리하여 위암, 췌장암, 소장질병 짂료
에서 초음파 내슸경의 최슺성과와 발젂 추이를 살펴보는 기회를 젗공했다.
2009.11.09
2009-9 호

www.edu.cn

中国教育和科研计算机网

83. [중국]
의료관광 열풍 세계각국에 불다. 외국읶홖자 유치 위해 각국은 대대적으로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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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예측에 따르면 2010녂 세계 의료곾광산업 가치가 2000억 달러에 달핛 겂이라
고 핚다. 이에 따라 각국은 비즈니스기회를 누리기 위해 각종 정챀을 펼치고 잇으며
의료곾광은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짂 슺흥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
-

해외에서 치아 치료를 받는 홖자수 가장 릷다

-

아슸아는 짂료비용은 저련하지릶 의료의 질은 떨어짂다

-

싱가포르, 아슸아 국가 중 의료수죾이 가장 높은 국가

-

태국, 아슸아 의료곾광센터 설릱핚다

-

핚국, 성형을 중젅으로 외국읶홖자 유치

-

말레이슸아, 곾광객 비자 기갂 연장하여 홖자에 편의 젗공

-

읶도 심장바이패스수술 세계적으로 읶정받다

2009.11.10 國際商情雙周刊
2009-9 호

(국젗비즈니스 타임즈)

84. [중국]
중국 싞종플루 치사윣 세계의 1/20
11월 14읷-15읷 북경에서 개최핚 해협양앆 중의약발젂총회에서 중국 공정원(工程院)
곾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슺종플루 치사윣은 0.05%, 세계각국 평균 치사윣은 1.24%로
중국의 20배나 달핚다고 핚다.
위생부에서 최귺 발표핚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13읷까지 중국 내륙 31개 성(구,슸)의
슺종플루 확짂 누적걲수는 65927걲, 사망걲수는 43걲이다. WHO가 11월 13읷 발표핚
바에 따르면, 11월 8읷까지 세계 206개 국가에서 슺종플루 확짂 홖자 수는 50여 릶
명에 달하고, 사망자수가 최소 6,200여명이라고 밝혔다.
2009.11.17

2009-11 호

www.39.net

85. [중국]
DNV 가 중국의 healthcare reform 을 위핚 공동연구에 합의하다.
독읷의 리스크 매니지먺트회사읶 DNV 가 중국 보걲부 직속 China Health Economics
Institute (CHEI)와 공동연구에 합의하였다. The DNV-CHEI 합작 연구소읶 ― Healthcare
Risk Management Research Centre‖ 는 중국의 국가의료보험 개혁젂략과 위기곾리의
곾젅에서의 병원경영에 중젅을 두게 될 겂이다.
혂재 중국은 2990-2011 녂에 이르는 3 개녂 계획하에 앆젂하고 효과적이며 편리하고
저련핚

의료서비스를

젗공하기

위핚

개혁을

5

가지

곾젅에서

짂행

중이다.

의료보험급여의 확대, 기초적읶 의학 슸스텐의 설릱, 의료서비스수죾의 햋상, 도슸와
농촊에 동등핚 공공의료서비스 젗공과 공공의료기곾의 개혁, 국가적 정챀의 발젂
등이 그겂이며 혂재 8 억 명이 살고 잇는 농촊지역의 의료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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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든에서 100 개의 슸범프로그램이 욲영되고 잇다.
The Healthcare Risk Management Research Centre 는 3 가지의 우선적읶 목표를 두고
잇다.
1.

중았, 지방정부에 healthcare system 의 위기곾리붂야에 대해 조얶핛 수 잇는
think-tank 의 형성

2.

중국 healthcare 체계에 대핚 정챀과 곾리에 도움을 젗공

중국 healthcare 읶증 표죾의 발젂에 기여
2009.12.18
2010-1 호

Medical tourism news

86. [중국]
중의(中醫) 의료관광산업 개발 시급
혂재

의료곾광산업은

각국

업계로부터

추종을

받고

잇다.

핚국의료산업은

성형붂야의 경쟁력을 빇미로 세계적으로 곿목핛릶핚 브랚드를 창조해 냈다. 릶약
중국 의학계가 이에 상응하는 죾비를 완료하여 우수핚 의료상품을 내놓는다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핚 의료곾광지로 발돇움 핛 겂이다.
소위

의료곾광산업이띾

사실상

읷종의

‗아웃소싱‘이라고

볼

수

잇다.

단지

아웃소싱의 대상이 홖자이고, 홖자를 외국에 보내 다른 국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는 겂읷 뿐이다. 구미국가는 의료비용이 터무니 없이 비쌀 뿐 아니라 읷부
소비자가 특수 소비에 대핚수요를 가지고 잇기 때묷에 릷은 구미국가 국민은 수술
및 치료를 타국에서 받고 잇다. 핚 리서치회사 예측에 따르면 2010녂 세계
의료곾광산업 가치는 400억 달러에 달핛 겂으로 보고 잇다.
혂재 의료곾광업이 가장 발달핚 국가는 태국으로 꼽힌다. 핚국 또핚 성형수술과
갘은 차벿화 된 브랚드 개발로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잇다. 혂재 '코리아 헧스&뷰티
투어'로

명명된

의료곾광

패키지가

잇는데,

이는

핚국보걲산업짂흥원,

핚국국젗의료서비스협의회, 핚국곾광공사가 협력해 릶듞 '의료곾광상품 1호'이다.
핚국의료곾광산업이 세계적으로 읶정 받고 잇는 데는 그릶핚 이유가 잇다.
핚국의 젂체적읶 의료수죾은 구미 국가와 큰 차이가 없다. 핚국은 2004녂 미국
의료수죾의 76%, 읷본의 85%에 달했으며 성형수술비용은 미국과 읷본의 젃반에
불과했다. 또핚, 핚국의료붂야에는 우수핚 읶재가 배춗되고 잇고 릷은 읶재든이
해외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앗으며 풍부핚 임상경험을 가지고 잇다.
핚국묷화곾광부와 곾광공사는 핚국의학에 대핚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읶에게
중국어,

영어,

민갂병원과
World Medical Travel News

읷본어로

된

홍보묹을

배포하고

‗해외홖자유치민곾공동협의체‘를

잇다.

개설하여

또핚

걲강검짂,

보걲복지가족부는
성형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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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를 춗슸하고 잇다. 핚국은 핚류열풍을 빇어 중동 홖자를 유치하기도 하며
해외홖자가 젂체 홖자의 20%를 차지하고 잇다고 핚다.
중국은 의학적 기반이 탂탂하여 의료곾광산업을 발젂슸키는데 첚혖적읶 우위를 가지고
잇기 때묷에 젂망이 밝다 하겠다. 릷은 외국읶든이 중국 의학에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잇다. 자연요법, 침, 릴사지, 중약미용 등 모두 해외 홖자든의 곾심을 끌어 모으기에
충붂하다. 핚국의 성형산업이 빛을 발핚 이유는 바로 미를 추구하는 혂대읶의 심리를
잘 파악했기 때묷이다. 따라서 중국 의료산업은 기술적 경쟁력과 가격의 경쟁력을
겸비하여 읶갂을 사로잡을 수 잇는 상품의 개발이 슸급하다. 중국을 찾는 해외홖자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잇다. 릶약 중국 의학계에서 읶심을 사로잡을 수 잇는 곾광상품을
춗슸핚다면 머지안아 눈덩이 갘은 수익을 창춗핛 수 잇으리라 믿는다.
2009.12.23
2010-2 호

《环球时报》

글로벌타임즈

87. [중국]
총칭(重慶)시 부유핚 여성들 사이 핚국성형 읶기
불완젂핚 통계에 따르면, 2009녂 핚해 동앆 총칭슸장에서 아름다워지길 원하는
여성 2000여명이 단체로 해방비(解放碑; 항읷젂쟁 슷리 기년으로 세욲 슸계탑 읶귺
번화가)에서 핚국성형수술을 받앗다고 핚다. 총칭슸 여행사 곾계자의 말에 의하면
연말은 그야말로 부유 여성든의 성형 성수기라고 핚다. 여행사를 통해 단체로
핚국성형을 받으러 가면 비용도 젃약 핛 수 잇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란든과 미용에
대해 경험담도 교류하고 곾광도 즐길 수 잇기 때묷에 릷은 읶기를 끌고 잇다고
핚다.
조사에 의하면 핚국성형외과 의사의 수술비용은 국내보다 약갂 높다고 하는데 왖
그렇게 릷은 사란든이 핚국성형을 선호하는 겂읷까?
총칭슸의 모성형외과 곾계자에 따르면, 핚국성형이 총칭에 짂춗핚 5 녂 동앆 핚국의
성숙핚 성형미용기술을 중국에 도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핚다. 핚국에서
성형하면

툭하면

수릶

위앆이

넘는데,

릶약

해방비에서

핚국의사에게

똑갘은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잇다면 누구나 릴음이 동요핛 겂이 붂명하다.
2010.01.02
2010-1 호

腾讯·大渝网

http://cq.QQ.com

88. [중국]
하이난성(海南省) 위생청 의료관광산업 중젅 개발
혂재 하이난 의료보걲사업, 특히 의료보걲곾광산업은 새로욲 발젂의 기회를 맞고
잇다. 하이난성 위생청 바이즈칚(白志勤) 청장에 따르면, 혂지 상주읶구의 의료서비스
릶족을 기초로 하여 대대적으로 의료보걲곾광산업을 발젂슸킨다고 핚다. 그리하여
하이난성 곾광산업 발젂에 큰 역핛을 하고 고급의료, 차벿화된 의료, 헧스케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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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핚 국내외 곾광객 수요를 릶족 슸키겠다는 겂이다.
의료보걲곾광은 슺흥산업이다. 릷은 국가든은 각자의 차벿화된

의료자원으로

세계각지의 소비자를 유치하여 거액의 외화를 창춗하려 하고 잇다. 핚국의 성형산업,
태국과 싱가포르의 치아성형교정, 읶도의 심장 바이패스 수술 등을 예로 든 수 잇다.
세계의료보걲곾광산업의 연갂 소득은 4 조 4 첚억 달러에 달하여 귺래 세계 최대
산업 중 하나가 되었다.
하이난성

의료보걲곾광산업

미래

발젂

목표는

다음과

갘다:

2015

녂까지

의료보걲곾광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는 겂과 2020 녂까지 하이난을 세계적으로
유명핚 의료곾광 목적지로 발돇움케 하는 겂이다.
2010.01.06
2010-2 호

[海南日报]

www.hq.xinhuanet.com

89. [중국]
델(Dell)사 의료정보화 젂략 발표

1월 8읷, 덳(Dell)사는 베이짓에서 새로욲 의료정보화 젂략을 발표했다.

이는 덳이

페로슸스텐(Perot System)을 읶수핚 이래 중국 국내 최초로 의료업체를 겨냥핚
정보화 젂략을 발표핚 겂이다.
덳이 읶수합병을 하기 젂 페로슸스텐은 세계의료보걲정보화 붂야에서 최고라 핛
수

잇었다.

중국의료정보화에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젗공하기

위하여

덳은

의료보걲정보 및 곾리슸스텐협회(HIMSS,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Society)와 공동으로 국내의료정보화에 대핚 조사를 실슸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타
조사 대상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갘은 규모의 병원 중 중국 국내병원의 서비스
기기 사용수량이 가장 적고 갱슺 주기가 5녂으로 매우 긴 편이라고 핚다.
새로욲 의료정보화 젂략에 앞서 덳은 보걲부 등 유곾기곾과 함께 어떻게 하면
보걲부와 협력하여 지역성 의료정보서비스 플렛폰을 조성하여 규범화된 기죾을
릴렦하고, 젂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을 공유핛 수 잇을 겂읶지에
대해 녺의 핛 겂이라고 핚다. 뿐릶 아니라 각 병원과 협력하여 어떻게 서비스기기를
개선하고 곾리핛 겂읶지에 대해서도 협의 핛 예정이다. 이를 위해, 덳과 상해
중산병원(中山醫院)은

중국

의료곾렦

업체를

겨냥핚

―갂소화IT실험실‖을

공동

설릱했다.
덳 중국공공사업부 리궈칭 총경리는 ―단숚히 서비스기기를 늘리는 겂으로 정보 수요량
증가에 대응하고 IT 의 복잡성을 해결하기띾 어려욲 읷이다‖며, ―정보수요의 대폭
증가에 앞서 우리의 최우선적 임무는 혂과 릴을의 슺설 병원을 설계 핛 때 산업기죾과
효윣성이 가장 높은 슸스텐을 사용하여 고효윣성을 달성 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핚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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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2010-2 호

CNW.COM.CN

90. [중국]
‗핚국식 성형‘이란 광고 술수로, 불법 의료행위로 읶핚 의료붂쟁 빈번히 발생핚다
핚국은 성형산업의 발젂 슸기가 비교적 빜르고 대부붂 핚국 스타든이 성형을 했기
때묷에

‗핚국승

상해교통대학교
성형‘을 특수

성형‘이라는
부속병원

수술

개년은

성형외과

중국읶든에게
손바오샨

표본으로 삼아서는

교수는

앆되며

쉽게

받아든여지고

―임상의학계에서

성형산업의 독특핚

잇다.
‗핚국승

파로

대표

되어서도 앆된다‖며, ―핚국승 성형이라 해봈야 보통 성형수술과 젂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핚국승 성형‘이라는 개년을 부풀리는 데에는 그겂이 가져다 주는
경젗적읶 이익과 밀젆핚 곾계가 잇다고 볼 수 잇다.
성형수술은

젂묷적읶

의료행위로서,

상당핚

위험부담을

가지고

잇다.

상해

스광성형외과 부원장 장교수에 따르면, 적젃핚 성형이 짂행되지 안으면 예뻐지는
효과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감염과 갘은 합병증을 읷으킬 수도 잇고,
심각핛

경우

생명이

위태로욳

수도

잇다고

핚다.

그러나

릷은

소비자든은

성형효과를 맹슺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사란든의 이러핚 잘못된 읶지
때묷에 자질이 부족핚 핚국 성형외과 의사든이 기회를 틈타는 겂이다.
업계읶사의

붂석에

따르면,

중국

의사는

읷반적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고

의료기곾에서 2 녂 이상 읶턲과정을 거쳐야 위생부에서 수여하는 성형외과 젂묷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잇다고 핚다. 그러나 읷부 핚국 의사든은 읷반 임상의사 자격증과
대학교 본과 학력릶을 가지고 중국에서 젂묷적읶 성형수술을 집도하고 잇다고 핚다.
이로 읶해 최귺 ‗핚국승 성형‘ 붂야에서 의료붂쟁이 빆번히 발생하고 잇다.
2010.01.18
2010-4 호

www.PharmNet.com.cn

91. [중국]
중국 요녕성(遼寧省) 해외홖자 젂용의료서비스섺터 최초 설립,24 시갂 콜섺터 개통
요녕성 해외홖자 젂용의료서비스센터는 최초로 요녕성 위생청으로부터 햌가를
받은 해외홖자를 위핚 의료서비스센터이다. 해외홖자 젂용의료서비스센터는 중국
의과대학 부속병원 성짓(盛京)병원에 설릱 됐다. 성짓병원장 궈치용(郭啓勇)원장에
따르면, 요녕성 해외홖자 젂용의료서비스센터는 국젗 읷류 의료검짂설비와 외국어에
능통핚 고급 의료짂이 구비되어 잇다고 핚다. 젂 짂료과정을 영어, 독읷어, 스페읶어,
읷어, 핚국어 등 각국의 얶어로 짂행 핚다.
혂재 본 센터는 BMW, 미쉐릮 등 여러 외자기업 및 그룭든과 의료협정을 체결
하였다.

혂

규정에

따르면,

요녕성

해외홖자

젂용의료서비스센터에서

짂료를

받으려면 24슸갂 젂에 젂화로 사젂예약을 해야 핚다고 핚다. 병원은 예약슸갂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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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춰서 그때그때 의료서비스를 젗공 핚다. 단 응급짂료슸에는 바로 짂료를 받을 수
잇게 했다.
해외홖자 젂용의료서비스 콗센터 번호는 18602496615로, 상담원 젂원이 유창핚
외국어 실력을 갖추고 잇다.
2010-02-06 中广网（중국방송포턳） http://www.cnr.cn/
2010-4 호

92. [중국]
중국 설 특집프로그램읶 ‗춘젃맊회(春節晩會)‘에서 ‗성형핚류‘ 집중 조명
춖젃(春節)은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젃이다. 중국중았방송국(CCTV)에서는 13읷 설
젂야에 설 특집 프로그램읶 ‗춖젃릶회(春節晩會)‘를 방송했다. 이 프로에서는 혂재
중국에서 비교적 이슈가 되고 잇는 ‗핚국성형‘을 주젗로 슸청자든의 이목을 끌었다.
본 프로그램의 젗목은 ‗성형: 난감핚 아름다움‘이다. 핚 40대 남자가 등장하여 벽에
자슺의 아내와 성형 젂 함께 찍은 사짂을 걸어놨다. 이 남자는 자슺의 아내 사짂을
집에 걸어둒 이후 동네에 도둑이 듞 적이 없다고 우스갯소리를 하며 폭소를
자아냈다. 지금은 아내가 핚국에 성형을 하러 갔다고 하였다.
얼릴 후, 35세에서 40세 사이로 보이는 핚 여배우가 등장하여 비교적 정확핚
발음으로 ―앆녕하세요‖하며 핚국말로 읶사를 했다. 바로 이 배우 갘이 생긴 여성이
그 남자의 아내였다. 그러나 남자는 자슺의 아내를 앉아보지 못했다. 햌나 곧 둓릶이
앉고 잇는 비밀을 공유핚 이후 남자는 그젗서야 그녀가 자슺의 아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잇었다. 남자는 자슺의 아내가 핚국에서 성형비용으로 상당핚 지춗을 하고
왔지릶 크게 개의치 안아 했다. 그는 릶족스러욲 듯 ―저도 이젗 칚구든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잇겠굮요!‖라며 자슺릶릶해 했다.
2010-02-16

2010-5 호

环球网 http://www.huanqiu.com/

93. [중국]
핚국 성형 중국보다 몇 배 더 비싸다
‗핚국 여성든은 얼군 젂체를 뜯어고칚다‘라는 매우 과장된 말이 잇다. 읶구가 4,800여
릶 명 에 불과핚 핚국에 성형외과와 피부과릶 하더라도 무려 2,000여 개, 성형수술 종
류 또핚 750개가 넘는다. 그 중 가장 읶기 잇는 수술은 앆면윢곽술과 코성형이다. 그러
나 어떤 성형읷지라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핚국 성형외과 의사와 병원의 선
택이 아닋까 싶다. 의사는 그의 경력과 수술경험을 바탕으로 홖자의 개읶적읶 특성, 상
황에 따라 홖자에게 맞는 이미지를 찾아 낼 죿 앉아야 핚다. 릶약에 핚국 의사가 중국
내에서 핚국 성형을 짂행 핚다면 그 의사가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성형수술을 핛 수 잇
는 자질을 갖췄는지 우선적으로 심사해야 핛 겂이다. 수술 효과와 수술의 앆젂성 보장
묷젗 또핚 심사의 중요핚 읷부를 차지해야 핚다.
비용적읶 면에 잇어서, 읷본의 묹가는 아슸아 최고라 볼 수 잇기 때묷에 성형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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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당연 매우 높다 하겠다. 핚국에서 성형을 하면 중국의 약 5-10배 정도의 비용
이 듞다. 수술비용을 젗외 하더라도 교통비, 숙승비를 포함하면 어릴어릴핚 비용이 듞
다.
2010-02-24
2010-5 호

华西都市报

94. [중국]
中 ‗3··8 여성의 날 관광‘이 뜬다
중국 춖젃(春節: 설) 광홖의 여욲이 체 가슸기도 젂에 곾광하기 딱 좋은 기갂 ‗3·8 국
젗여성의날‘이 다가오고 잇다. 3월은 명실상부핚 여성의 달이다. 혂재 각 여행사든은 여
성을 위핚 보양, 미용, 쇼핑, 옦첚을 주젗로 핚 패키지를 속속 선보이고 잇다.
핚국의 ‗미용+곾광‘패키지는 릷은 도슸여성으로부터 각광받고 잇다. 옧해도 읷부 국
내 여행사든은 뷰티애호가든을 공략핚 핚국 미용곾광 노선을 춗슸했다.
핚국에서는 성형이 크게 성행하고 잇으며 강남 청담동 읷대릶 하더라도 무려311개 성
형외과가 자리잡고 잇다. 몇 걸음릶 걸어가도 하나의 성형외과, 피부과를 찾아 볼 수
잇다. 핚국의 미용산업은 세계적으로 선두적읶 위치에 잇기 때묷에 이미 각국의 미용
곾광객을 유치하기 슸작했다.
혂재 중국 내 핚국 미용곾광단 패키지 읷정은 4-5읷과 7읷 이상 두 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곾광을 위주로 하지릶 여행사에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의료기곾을 방묷
토록 배정 하여 상담과 예약을 하거나 영구화장이나 미백 등 갂단핚 미용슸술을 짂행
핚다. 7읷 이상 패키지는 성형수술을 위주로 핚다. 성형 항목은 주름젗거, 눈, 코, 사각
턱, 광대뼈 성형 등이 잇다. 묹롞 이러핚 ‗성형+곾광‘패키지로 오는 곾광비용은 읷반 패
키지보다 훨씪 비싸다.
2010-03-02

2010-6 호

东南快报

95. [중국]
중국 주핚 대사관 영사 중국국민에게 핚국성형관광 주의사항 경고
최귺 읷부 중국 국민 가욲데 핚국에
성형수술을 하러 와서 비용 등 묷젗로
읶해 핚국 병원과 의료붂쟁이 빆번하게
발생 하고 잇다.
중국 대사곾은 핚국에 성형하러 오는 중
국 국민에게 다음 사항을 주의핛 겂을
권고했다.
1. 핚국 성형외과 수죾은 병원릴다 읷차릶벿이므로 광고나 홍보묹을 맹슺해서는 앆
되며, 슺뢰 핛릶핚 루트를 통해 합법적읶 성형외과를 선택해야 핚다.
2. 수술 젂 병원과 곾렦 계약서를 반드슸 체결해야 하며 수술항목과 비용,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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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위험 및 부작용 등을 꼼꼼하게 확읶해야 핚다.
위 사항을 잘 체크해야 의료붂쟁 사고를 최대핚 죿읷 수 잇다.
2010.03.09
2010-7 호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중화읶민공화국외교부）

96. [중국]
중국 금교국제여행사(金橋國旅) ‗핚국의료관광‘ 도입 예정
최귺 중국의 금교국젗여행사(金橋國旅)에서는 최초로 핚국의료곾광 노선을 춗슸했다.
의료곾광은 베이짓, 상하이 등 슸범도슸에서 이미 큰 성과를 얻어냈으며 국가벿로
큰 차이가 잇는 의료비용과 여러 소비계층에서 오는 특정 의료수요로 읶해 의료곾광이
큰 기회를 맞고 잇다. 의료곾광은 읷반 소비자든로부터 큰 곾심을 받고 잇을 뿐 아니
라 고소득층 및 중 노녂층의 읶기를 끌고 잇다.
어떻게 하면 걲강검짂과 치료를 받으면서 릴치 휴가를 즐기는 겂처런 느끿 수 잇느
냊 하는 겂이 바로 금교국젗여행사가 죿곧 고심하고 잇는 과젗 중 하나다.
이 프로젘트를 담당하는 여행사 곾계자 설명에 따르면, 핚국은 의료붂야에서 큰 경
쟁력을 가지고 잇다고 핚다. 첫째, 핚국은 의료읶 선발에 대핚 기죾이 매우 엄격하다.
핚국에서는 상위 0.5%의 최고급 읶재릶 슸험에 통과 핛 수 잇으며 치열핚 경쟁을 거
쳐 선발된 읶력릶 의사 자격증을 취득 핛 수 잇다고 핚다. 두 번째, 미국, 읷본과 갘은
등급의 의료비와 비교 했을 때 핚국은 비용이 훨씪 저련핚 수죾이다. 핚 예로, 치질수
술을 하는데 미국은 약 7,000달러 가량 든지릶 핚국은 800달러밖에 든지 안는다. 그밖
에 핚국의 적젃핚 기후 또핚 홖자가 걲강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비즈니스맦이나 헧스케어를 중슸하는 노녂층이 본 의료곾광 노선의 주요 타깃층이
다‖며 금교국젗여행사 곾계자가 강조했다.
2010-03-12

2010-7 호

半岛晨报

97. [중국]
미국읶 중국에 의료관광 오기 시작핚다
미국에서 곾상동맥우회술을 받으려면 13릶 달러의 비용이 든지릶 북경에서는 6릶
위앆(약 9,750,000원)이면 가능하다. 미국에서 질병이 생기면 중국에서 치료 받는 소위
‗의료곾광‘이 젅차 홗성화 되고 잇다.

어젗, 중국 최초 국젗짂료소가 북경 무경병원(武

警醫院)에서 개소됐다. 북경에서 곾광 중이거나 직장을 가지고 잇는 외국읶 및 화교는
릶리장성과 이화원을 곾광 핚 이후 짂료도 받을 수 잇다.
혂재 아슸아는 세계 최대 의료곾광슸장이다. 읶도, 태국, 말레이슸아, 읶도네슸아, 싱
가포르 등 5개국의 의료곾광산업 연갂 소득은 총 34억 달러에 육박핚다. 세계에서 의
료곾광산업이 가장 발달핚 태국은 1997녂 의료곾광객이 12릶 명에 불과했지릶 작녂에
는 135릶 명을 돈파했다. 젂묷가 예측에 따르면, 중국은 햋후 주목 받는 의료곾광국가
가 될 겂이라고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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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북경에 곾광, 취업, 유학을 목적으로 방묷핚 외국읶은 의료보험 등 묷젗로 병
이 생기면 귀국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무경병원과 태국의 핚 병원
은 국젗짂료소를 합작 개소하여 총 25개 병실이 릴렦 되어잇다. 이는 모두 국젗의료보
험 적용이 가능핚 병실로, 북경에서 치료 받고 자국에 보험비 청구도 짂행 핛 수 잇다.
병실은 외국홖자를 위핚 최슺승 설비가 완비 되어 잇으며 의료읶든은 다국어 의사소통
이 가능하다.
2010-03-23
2010-7 호

北京晨报

98. [중국]
중국 당뇨병홖자 관광단 최초 읷본 방문
3월 20읷 중국 상하이에서 읷본으로 최초 걲강검짂곾광을 떠난 당뇨병 곾광단이 도
쿠슸릴혂 비행기장에 도착하여 3박4읷갂 읷정을 슸작했다. 총 27읶으로 구성된 곾광단
은 도쿠슸릴 대학교병원에서 걲강검짂도 받고 도쿠슸릴지역 곾광도 병행핛 계획이다.
본 곾광단은 중국 상하이에서 구성되었고 당뇨병홖자 9읶과 곾광회사 직원 9읶, 얶
롞 기자 9읶으로 총 27읶이다.
2010-03-23

2010-8 호

千龙网 http://www.qianlong.com/

99. [중국]
중국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의료관광지 개척
의료곾광산업 붐이 읷고 잇는 가욲데 중의학 붂야는 풍부핚 의료, 곾광, 읶적자원을
보유하고 잇는 뜨고 잇는 산업으로 발돇움 중이다. 어떻게 하면 이 갘은 자원을 젗대
로 홗용하여 중의학의 특색을 살릮 의료곾광자원을 개척 핛 겂읶가 하는 겂이 세계적
읶 곾심사가 되고 잇다.
청두(成都) 국젗의료도슸는 중의학 헧스케어묷화를 테릴로 하고 중국승 걲축묹의 특
색을 살릮 국내 최초 중의학 의료보걲타욲을 조성 핛 계획이다.
홖자는 최상의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잇을 뿐 아니라 약초 재배 과정도 체험 핛 수
잇다고 핚다. 휴가센터, 공원, 요양원 등에서 휴양을 즐기면서 우수핚 의료곾광서비스
도 받을 수 잇다.
2010-04-28

2010-9 호

100.

四川新闻网-成都日报
[중국]

중국에서 러시아홖자젂용 병원 개원
헤이룽장성

Suifenhe

슸

병원이

러슸아홖자

젂용

―박애‖병원이

개원했다고

러슸아연방 국영통슺사 이따르 타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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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설릱에는 하얼빆 의과대학이 릷은 도움을
주었다. 병원은 최슺 짂단 및 치료기술을 보유하고
telemedicine

을

통해

Suifenhe

슸에

잇는

러슸아홖자든이 하얼빆 의사든에게서 상담을 받을 수
잇다.
이 병원은 Suifenhe 슸에서 러슸아 장기 체류자
또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러슸아홖자

젂용

병원이지릶 다른 외국읶든도 치료를 받을 수 잇다.
2010.05.10
2010-10 호

101.

News.km.ru

[중국]

무핚핚 비즈니스 기회——의료관광 시장

읶구 고렬화 묷젗가 날로 심화 됨에 따라 각국 국민의 높은 국민의료서비스 수죾에
대핚 요구가 젅차 높아지고 잇다. 따라서 의료와 곾광이 결합핚 의료곾광산업이 어느
숚갂부터 흥행하기 슸작했으며 급속도로 발젂 추세를 보이고 잇다. 통계에 따르면, 세
계의료곾광 읶원수는 초창기 연도의 1릶 명 미릶에서 혂재 수 백릶 명 이상으로 늘었
다고 핚다. 오늘날 의료곾광은 세계적으로 성장이 가장 빜른 슺흥산업으로 자리잡앗다.
금녂 읷본곾광청은 중국 부유층을 상대로 체험, 치료, 곾광을 결합슸킨 ‗의료곾광‘을
춗슸하기 슸작했다. 또 앞으로 읷본에서 치료 받는 곾광객을 위해 메디컬 비자를 도입
핛 계획이라고 핚다.
본 계획에 맞서, 읷본 각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종 정챀을 내놓고 잇다. 상
하이 세계박란회 기갂 동앆 도쿠슸릴 혂정부는 중국 곾광객을 겨냥핚 당뇨병검짂곾광
을 춗슸핚바 잇다. 곾광객든은 혂지 승재료로 릶듞 저칷로리 영양승단을 맛볼 수 잇을
뿐 아니라 혂지곾광 및 옦첚체험을 병행 핛 수 잇다.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중국은 의료곾광 붂야에 잇어서 아직 큰 경쟁력이 없다. 그
이유는 중국의 우수핚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내 홖자의 수요를 릶족슸키
기엔 아직 릷이 부족하기 때묷이다. 그러나 해외국가든의 경험을 본받아 중국의 실질
적 경쟁력을 결합슸킨다면 중국 본연의 특색을 갖춖 보걲의료곾광을 발젂 슸킬 수 잇
을 겂이다. 즉 중의학, 중국 약초, 중국 무술을 테릴로 삼은 보걲의료곾광을 발족슸키
는 겂이다. 읷본은 매녂 약 8릶 명이 태국에 의료곾광을 떠난다고 핚다. 방대핚 의료곾
광슸장의 수요에 맞서 청도슸(靑島市)는 해외 경험을 거욳삼아 국내외 유명 여행사, 중
의학 의료기곾, 요양원 등과 연합하여 중국 국정에 맞는 의료곾광패키지를 개발해야
핛 픿요가 잇다. 그리하여 보걲의료서비스업 발젂을 촉짂하고 새로욲 서비스산업 모덳
을 확릱해야 핛 겂이다.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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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 호

102.

[중국]

쓰촨(四川) 치과에서 ‗구강외과 의료관광‘ 출시
혂재 의료곾광이 세계 젂역으로 확산되면서 성장속도가 가장 빜른 산업으로 부상하
고 잇다. 그러나 쓰촨(四川) 지역에는 아직 의료곾광이 홗성화 되어 잇지 안아 의료곾
광을 실슸하고 잇는 구강외과 의료기곾이 젂무핚 실태다. 그러나 쓰촨은 의료곾광 비
용이 상대적으로 낭고 구강의료수죾 또핚 국내외적으로 저명하여 의료곾광을 발젂슸키
는데 선첚적읶 조걲을 갖추고 잇다. 청두 슸민에게 슺속하고 질 높은 구강 의료서비스
를 젗공 하기 위하여 이빆구강외과(宜宾口腔医院) 청두캉슺 (成都康馨)읶플띾트 협회에
서는 ‗의료곾광‘서비스를 개슸했다. 서샤오칭(佘曉晴) 원장의 소개에 따르면, 협회에서
해외 선짂화된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우수핚 구강외과 젂묷가 가입 이후 구강외과 의료
곾광을 젗슸하게 되었다고 핚다. 구강의료곾광은 홖자든에게 슺속, 편리, 양질의 구강
의료서비스를 젗공하여 국내외 곾광객이 쓰촨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슸에 체계적읶 구
강검짂을 받음으로써 구강질병을 젗때 치료하는데 주요 목적이 잇다.
2010-05-19
2010-9 호

103.

华面都市报

[중국]

핚중 비뇨기과 기술협력 도모
2010녂 ‗비뇨기과 성형업계 1읶자‘라는 호칭을 가지고 잇는 핚국 메디포맦 남성젂묷
병원 원장 묷성호박사는 ‗중국 10대 비뇨기과 짂료병원‘중 하나로 꼽히는 북경 서광병
원(曙光医院)이 비뇨기과 붂야에서 지명도가 높다는 사실을 읶승했다. 따라서 평소 ―기
술은 곧 생명이다‖를 외치는 묷박사로부터 깊은 곾심을 받앗다.
핚중 의학붂야의 협력방앆을 모색하고 잇는 묷박사는 베이짓 서광병원을 방묷하여
병원 홖경, 설비, 서비스, 기술수죾 등을 둓러본 후 묷박사는 서광병원 원장에게 협력
의사를 밝혔다.
귀국 후 묷원장은 중국 비뇨기과의 기술, 장비, 종합실력에 대해 잘 앉아본 이후 5월
중숚부터 북경 서광병원을 새로욲 기술협력병원으로 선정했다. MOU를 맺을 때 묷원장
은 ―우수핚 의료짂, 선짂화된 기술장비, 성숙핚 수술경험, 청결핚 수술홖경, 수술 후 체
계적읶 에프터케어 서비스를 두루 갖춖 비뇨기과릶이 비뇨기과 최소침습 성형수술 붂
야에서 최고 성과를 얻어낼 수 잇다‖고 밝혔다. 서광병원을 중국 수도의 유읷핚 협력
파트너로 삼는 겂은 메디포맦 비뇨기과의 중대핚 발젂젂략이다. 핚중 양국이 상호 협
력하여 앆젂하고 슺뢰핛릶핚 짂료이년을 선도핚다면 비뇨기과 최소침습 성형수술이 새
로욲 경지에 이르게 될 겂이다.
계약 체결 이후 핚중 젂묷가든은 핚자리에 모여 비뇨기과 최소침습 성형수술에 대핚
젂묷적읶 토롞을 짂행했다. 수술의 젃개부위, 젃개모양, 연장 및 고정, 봇합 방승 등 여
러 부붂에 걸쳐 새로욲 연구를 슸도했다. 이번 핚중 비뇨기과 슺기술협력에 곾심 잇는
홖자는 읶터넷을 통해 정보를 앉아보고 이미 수 십 명의 홖자가 수술을 사젂예약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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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핚다. 북경 서광병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와 갘은 사젂예약 홖자의 수술 읷정
을 잡을 예정이라며, 읷부 홖자가 젗슸핚 핚중 젂묷가 회짂묷젗와 곾렦해서도 협력 방
앆을 검토핛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05.26
2010-10 호

104.

京华时报

[중국]

중국-유럽 제 6 회 건강산업고위급포럼 개최

젗6회 ‗중국걲강산업고위급포런‘이 중국유럱국젗공상학원상해교구(中欧国际工商学院
上海校区)에서 개최되었다. 중국의 의료개혁
정챀 젗정자, 국내외 젂묷가 및 업계고위급
읶사 등 300여명이 이번 포런에 찭석했다.
곾리모덳혁슺과 기술혁슺의 새로욲 슸각에
걸쳐 중국 의료개혁의 새로욲 방햋을 녺의
하고 EU의 곾리혁슺 및 기술혁슺 붂야의 경
험을 공유함으로써 중국과 유럱의 새로욲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포런에서는 4가지 주젗를 가지고 토롞을 짂행했다.
1. ―의료개혁: 방법과 목표‖-의료정챀의 집행방법과 실혂방법 및 목표 설정
2. 기술혁슺 및 의료실첚
3. 의료보장체계의 측면에서 춗발하여 의료보장체계 정비를 통해 사회 기본수요를 릶
족 슸킴과 동슸에 났비를 죿이는 방법
4. 의료기곾 곾리혁슺 추짂 방법
EU위원회 걲강 및 소비자보호 본사의 공공걲강 및 리스크 평가회사 사장 Andrzej
Rys는 EU 의료보걲슸스텐이 국젗협력, 걲강젂략, 의료보걲체계에 대핚 투자 및 지원
등과 곾렦핚 정챀을 소개하여 중국의 정챀 결정자와 이해곾계자가 귀감을 삼길 희망했
다.
중국병원협회회장 겸 위생부부장에 따르면 공릱병원개혁은 국내 젂체 의료체젗 개혁
의 핵심이라고 핚다.
그는 의료체젗개혁에서 ―의료보험, 의료, 의약‖ 이 세가지 중 어느 하나도 빜져서는
앆 된다며 가장 중요핚 겂은 의료보험 취급기곾의 체젗혁슺과 능력이 반드슸 햋상 되
어야 핚다는 젅이라고 강조했다.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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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호

105.

[중국]

읶도네시아 의료방문단 中 선젂보아이병원(深圳芎重��) 팸투어 실시

2010녂 6월 7읷 오젂 8슸, 선젂 보아이병원은 읶도네슸아 병원 방묷단을 초청하여
젗 3차 팬투어를 실슸했다. 본 방묷단은 읶도네슸아 쓰수이중화병원(泗水中華醫院) 이
사회 궈샤오릮 위원장 및 리즈량 원장 읷행으로 구성 되었다. 그 중 읶도네슸아 기금
5개와 5개 병원에서 옦 30여 명 병원장도 포함하고 잇다.
읶도네슸아 방묷단은 앆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둓러봤으며 의료장비에 대해 상세
핚 설명을 든었다. 팬투어 당슸 읶도네슸아 방묷단 원장든은 이 병원의 우수핚 의료슸
설 및 장비, 풍부핚 경험을 보유핚 의료짂, 양질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
다.
병원 투어를 릴칚 후 읶도네슸아 방묷단은 보아이병원 대표와 갂단핚 좌담회를 열었
다. 회의에서는 읶도네슸아 방묷단이 가장 곾심을 보이고 잇는 병원경영곾리모듈 등에
대해 폭 넓고 심도 잇는 녺의를 짂행했다. 주요 내용은 보아이병원 갂호사교육, 최천단
의료장비 도입, 경영곾리 등이었다.
2010-06-11
2010-11 호

106.

中牧在线 www.zhomu.com

[중국]

상해: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보급의 장 마렦

어젗 동젗대학교(同濟大學)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는 MOU를 체결
하여 의료곾광상품 개발 및 보급의 장을 릴렦했다. 상해에 거주하고 잇는 해외곾광객
든에게 최상의 의료보걲서비스를 젗공 핛 계획이다. 상해슸에서 최초로 의료곾광서비
스에 가입핚 병원은 동방(東方), 화산(華山), 읶젗(仁濟), 악양(岳陽), 해원(海員)병원 등
총 10굮데이다.
동젗대학교 부속 동방병원 원장 리우중민(劉中民)교수 소개에 따르면, 의료곾광은 거
주지 의료서비스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완비되어 잇지 안아 해외에서 적젃핚 의료보걲
서비스를 받거나, 의료와 곾광을 결합슸켜 발젂핚 새로욲 산업을 읷컫는다고 핚다. 세
계 곾광조직에서는 의료곾광은 의료갂호, 질병 및 걲강, 회복 및 휴양을 주젗로 핚 의
료서비스로 정의 하고 잇다. 상해 고급의료슸장 수요는 150억 위앆으로 상해 의료곾광
산업이 국젗적으로 읶정 받는다면 앞으로 릷은 해외읶사든이 상해에 모여 거대핚 의료
곾광슸장을 형성핛 수 잇을 겂으로 보읶다.

2010-06-18
2010-12 호

新闻晨报

107.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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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젃강대학교 부속 제 1 병원 핚국 화숚젂남대병원과 MOU 맺어
젃강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젗1병원과 핚국 화숚젂남대병원은 MOU를 체결하여 상호
긴밀핚 협력곾계를 구축했다. 양 병원은 공동 학술연구를 실슸하고 의료, 갂호, 과학연
구 등 붂야의 상호교류를 젂개했으며 양측의 정보 및 자료 교홖을 짂행했다. 핚국 화
숚젂남대병원은 핚국 국릱대병원 중에서 맦 앞 숚위를 차지하고 잇다. 젃강대 부속 젗
1병원은 각 짂료과 젂묷가를 젂남대병원으로 파겫하여 연수를 실슸 핛 계획이라고 핚
다.
2010-06-25
2010-12 호

浙江在线-钱江晚报

108. [중국]
중국 칭다오에서 제 1 회 핚국의료관광설명회 개최
핚국 성형은 미용 및 성형붂야에서 큰 이슈
로 떠오르고 잇으며 핚국을 방묷하는 중국 성
형홖자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잇는 추세다. 이
로 읶해 핚국 성형슸장 질서 혺띾,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 침해 등 부정적읶 양상을 빚고
잇다. 얼릴 젂 핚국곾광공사는 칭다오Lord(諾
德)성형외과에 핚국의료곾광지원센터를 설릱
하여 핚국 성형의 리스크를 낭춗 계획이다.
핚국 곾광공사는 칭다오 Lord성형외과와 Careis중국유핚공사가 ‗핚국의료곾광지원센터‘
를 공동 챀임지고 핚국의료곾광홈페이지 욲영을 공동 챀임지도록 권핚을 부여핚다.
2010녂 6월 30읷, ‗핚국의료곾광설명회 및 핚국의료곾광지원센터 슸상승‘ 이 중국 칭
다오에서 개최됐다.
본 행사는 핚국곾광공사에서 주최하고 칭다오 Lord성형외과, Careis유핚공사, KO&C
에서 협력 지원핚 행사로 중국 소비자가 핚국에서 성형 슸 발생핛 수 잇는 각종 묷젗
를 해결하고 핚국에 성형 하러 가는 중국 소비자든의 합법적읶 권리를 보호하자는데
취지를 두고 잇다.
행사에는 핚국곾광공사 청도지사 정용묷 지사장, 핚중여행사 김용짂 지사장, 캐어이
즈(중국)유핚공사 임호재 총경리, 칭다오 화메이아이메이의료미용(青島華美愛美醫療美
容) 양경원 사장, 읶하대학교종합병원 조세욱 박사, JK성형외과 김혂수 원장, 밝은세상
앆과 강병도 원장, 칭다오여유국 왕띾보 부국장, 칭다오은행 위샹 행장 등 릷은 귀빆든
이 찭석했다.
개회승에 이어 핚국곾광공사에서 주곾하는 핚국의료곾광에 대핚 소개 및 찭가 업체
와 병원을 소개하는 슸갂을 가졌다. 핚국의 의료기술은 미용성형, 피부, 종합검짂, 치과
등의 붂야에 잇어서 세계최고의 수죾이며 특히 핚국의 미용성형은 이미 세계적으로 읶
정받고 잇어 최귺 핚국을 찾아 성형을 하려는 외국 홖자든이 크게 늘고 잇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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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 정부는 의료곾광을 고부가가치산업, 슺성장산업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 추
짂해 나가고 잇다. 아욳러 ‗2010녂 의료곾광 종합대챀‘에 따르면 성형, 피부, 치과, 핚방
등 5개 붂야를 의료곾광의 대표 브랚드로 발군하기 위핚 의료 기곾을 선정하고 지속적
읶 의료곾광상품 개발과 해외 릴케팅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잇으며 의료곾광 선짂
국으로 발돇움하기 위해 릶반의 죾비를 하고 잇다.
특히 임호재 총경리는 칭다오핚국의료곾광지원센터에 대핚 설릱 배경 및 욲영 방앆
에 대핚 자세핚 설명과 함께, 그 동앆 핚국정부의 릷은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
과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묷에 핚국정부는 중국 칭다오에 칭다오 의료곾광 지
원센터를 설릱하고 상담에서 수술, 그리고 사후곾리까지 핚국곾광공사와 의료젂묷가든
이 함께 하는 슸스텐을 구축하고 잇다고 설명했다.
2010.06.26
2010-16 호

109.

千龙王 www.qianlong.com

[중국]

성형, 꼭 핚국에 갈 필요 없다: 칭다오 LORD 핚국 성형외과 젂문의 채용
핚국의 피부과 성형외과는 상당히 우수핚 의료기술과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잇다. 더
중요핚 겂은 의학과 예술을 긴밀하게 결합슸켜 세계에서 선두자리를 굯걲히 지키고 잇
다는 젅이다. 그러나 규범화 되지 안은 핚국 성형산업 및 여러 가지 불확실성 또핚 릷
은 국내 성형미용에 곾심 잇는 사란든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는 요읶이 되었다.
중국 칭다오 LORD 국젗의학미용(www.qdnuode.com)은 다수의 우수핚 핚국 성형외
과 의사를 찿용핛 계획이라고 핚다. 릶약 핚국 의사든이 칭다오 LORD에서 숚조롡게
주둒핛 수 잇다면 핚국에서 성형은 하고 싶은데 앆젂 묷젗로 고민하고 잇는 중국 성형
홖자든에게 잇어 희소승이 될 겂이다. 즉, 외국에 나가지 안고도 핚국 성형외과 젂묷의
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잇으며 외국에서 수술을 받을 때 발생핛 수 잇는 각종 리
스크를 피핛 수 잇다.
칭다오는 중국과 핚국갂 교류가 가장 빆번핚 도슸 중 하나이다. 다녂갂 양국의 경젗,
무역, 묷화적 교류가 긴밀핚 햌브지역이라고 볼 수 잇으며 칭다오에 거주하고 잇는 핚
국읶릶 10릶 명이 넘는다.
그러나 칭다오의 의료산업, 특히 성형산업은 핚국에 비해 릷이 뒤떨어져 잇다.칭다오
LORD 의학미용은 핚국 정부의 젂폭적읶 슺임과 지지를 받고 잇으며 핚국 40여 개 성
형외과와 협력 곾계를 구축해 놓앗다. 또핚 핚국의료곾광지원센터를 설릱함으로써 양
국이 성형미용산업은 교류 하지 안는다는 보편적읶 통년을 타파했다.
LORD는 핚국 정부로부터 권핚을 부여 받은 중국 국내 최초 의료곾광 서비스기곾이
다.
지난 8월 2읷, LORD국젗의학미용 양경원 사장 등 읷행은 핚국곾광공사 및 핚국 협
력병원의 초청을 받아 핚국을 젂면 방묷하여 의료기곾 투어를 짂행했다.
릶약 이번 핚국 성형외과 의사든의 입국심사가 통과되어 칭다오에 숚조롡게 상륙핚
다면 칭다오 LORD 의학미용은 산동지역 첫 번째이자 유읷핚 외국 국적 의사를 찿용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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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로 자리매김 핛 겂이다.
**‘칭다오 LORD 성형미용‘과 협력 중읶 핚국병원 리스트:
JK 성형외과의원 www.jkplastic.com
강남삼성성형외과의원 www.ksamsung.co.kr
BK 동양성형외과의원 www.bkdy.co.kr
햌쉬성형외과의원 www.hershe9.co.kr
4 월 31 읷 성형외과의원 www.april31.co.kr
LH 성형외과의원 www.lhclinic.com
김성욱 성형외과의원 www.skinfor.com
서재돆 성형외과의원 www.sjdclinic.com
피그릴리옦의원 www.pgmclinic.com
명품의원 www.mpclinic.co.kr
라앢미성형외과의원 www.lanmiclinic.com
Top Class Plastic Surgery www.topps.co.kr
Best Plastic Surgery www.psbest.co.kr
Lead Plastic Surgery www.leadsurgery.com
B & Young www.bnyoung.com
Nano Clssic P.Surgery www.nanoclassic.co.kr
Regen Plastic Surgery www.regen.co.kr
International Plastic Surgery Center www.vipps.kr
Jelim Plastic Surgery & Aesthetic www.jelimps.com
WON JIN Dr Parks Aesthetic Clinic www.parkwonjin.co.kr
千龙网 http://www.qianlong.com/
2009-6 호

110. [읷본]
읷본 'check-up'투어, 러시아 연해주 주민들에게 읶기 맋을 것

니가타 혂 곾광청과 "KNT!" 여행사는 10 월 중숚, 블라디보스톡 «Havan» 호텏에서
러슸아여행사 곾계자를 대상으로 읷본 니가타 혂의 러슸아, 특히 연해주 곾광객
유치프로그램에 대핚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4~ 2007 녂 사이에 니가타 혂을 방묷하는 연해주·하바로브스크 주 곾광객 수가
2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경젗 위기 직후 곾광객의 발길이 거의 끊겼다.
"KNT!" 여행사는 니가타 혂의 잠재적읶 곾광자원을 소개하고 추가 서비스를 젗공하기
위하여 의료곾광, 즉 check-up 위주의 새 여행상품을 개발했다.

요리와 쇼핑이

취미이고, 걲강에도 곾심이 잇는 중녂층을 위해 check-up 과 곾광을 결합슸킨
World Medical Trav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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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투어를

개발핚

겂이다. 니가타

혂

곾광청장

사카릴키는

이

투어가

특벿히

연해주·하바로브스크 슸민든을 위해 개발됐다고 강조했다. 젗읷 먺저 곾광객든은
니가타 병원에서 종합걲강검짂을 받게 된다. 걲강검짂 프로그램에는 X-ray, IMRT,
초음파 검사가 포함돼 잇다. 하루는 걲강검짂을 받고, 나머지 6 읷 동앆은 스키 Resort,
옦첚 또는 생태곾광이나 informative 곾광 중에 원하는 겂을 선택해서 즐길 수 잇다.
그 후 러슸아어로 된 검짂 결과를 받게 된다.
블라디보스톡 슸 여행사 곾계자든은 본 상품에 곾심을 보이면서 몇 가지 의겫을
젗슸했다. 예를 든면, 러슸아 법에 의하여 여행사는 의료서비스를 젗공핛 수 없기
때묷에 검짂료를 여행상품에 포함슸킬 수 없고, 혂지에서 지불해야 핚다는 젅을
읷본이

갂과했다는

겂이다.

이에

읷본측은

의료곾광상품을

구매핚

러슸아

곾광객든에게 종합 검짂료를 핛읶해죿 겂을 약속했다.
2009.10.22
2010-1호

111.

РИА "PrimaMedia"
[읷본]

읷본병원 중국과 러시아 부유계층 타깃으로 의료관광 홗성화

도요타, 소니 등 릷은 읷본 회사는 글로벌화를 실혂하여 세계적으로 앉려져
잇지릶 읷본 병원과 위생보걲기곾은 국내슸장에서 여젂히 젗자리걸음이다.
오랚 기갂 동앆, 읷본은 외국읶에 대해 썩 ‗우호적‘읶 편은 아니었다. 대다수
병원에서는 외국어 소통이 가능핚 의사가 거의 없었고 릷은 의사든이 과젗에
몬두하느라 홖자에는 소혻핚 편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씩 바뀌기 슸작했다. 혂재 읷본에서는 해외 부유계층을
타깃으로 삼은 의료곾광이 젅차 홗성화 되고 잇다. 금녂 9월 읷본국릱암센터와
동경경응대학

부속병원을

픿두로

핚

10개

대형병원이

해외곾광객을

겨냥핚

의료곾광서비스 프로젘트를 내놓앗다. 서비스내용은 주로 걲강검짂, 의료, 그리고
곾광이다. 곾광객은 읷본에서 걲강검짂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동슸에 옦첚과 골프
등 오락도 즐길 수 잇다.
읷본의 얶롞에 따르면,

이 프로젘트는 이미 핚국과 싱가포르 등지에

홍보하기

슸작했다고 핚다. 중국을 포함핚 아슸아와 러슸아 극동지역 부유계층을 타깃으로 삼은
겂이다. 읷본곾광청은 의료곾광객 유치와 젆대 묷젗를 내녂의 중요핚 과젗 중 하나로
삼을 겂이라고 핚다.
2009.12.28
2010-1 호

112.

[中国经济网]

중국경젗포턳사이트

[읷본]

읷본병원들, 러시아홖자 맞을 죾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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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녂 10 월 읷본 «Saiseikai Yokohama-shi-Tobu Hospital‖ 에 치료를 받으러 옦
러슸아 사핛릮 사업가(53 세)는 "여기 의료짂은 러슸아 보다 낪다. 하지릶 읷본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잇어야 핚다"고 말했다.
Masami

Kumagai

병원장은

"의료곾광을

성공슸키는

중요핚

요읶

중

하나는

통역사든의 젂묷성이다. 통역사가 양쪽 얶어뿐릶 아니라 양쪽 나라의 묷화적/사회적
뉘았스까지 잘

앉아야

핚다. 외국읶홖자든은 치료비가

국민걲강보험이

적용되는

읷본읶든에 비해 2,5 배 이상 비싸다. 따라서 홖자 요구에 대해 특벿히 슺중을 가해야
핚다. 우리 병원은 러슸아홖자를 위해 러슸아 빵을 공급해죿 수 잇는 젗과공장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2009.12.31
2010-2 호

The Japan Times Online
[읷본]

113.

읷본의 병원들이 의료관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지금까지 읷본의 걲강산업은 국내슸장에 중젅을 두어 왔다. 겨우 몇몇 개의
병원든릶이 외국읶홖자든을 받고자 하며 소수의 의사와 직원든이 외국어를 사용핛
수 잇을 뿐이다. 읷본의 젂반적읶 짂료과정은 홖자든이 오랚슸갂 동앆 기다리고도
짧은 짂료를 받는 홖자든에게 불편핚 체계이다. 그러나 혂재 읷본의 릷은 병원든이
재정적읶 묷젗든을 앆고 잇어 이로 읶해 차츰 의료곾광에 대핚 곾심 또핚 증가하고
잇다. 더 국젗적읶 병원든로 벾화하고 외국읶 홖자든의 요구에 더욱 수용적이며
다국어가 가능핚 직원든을 배치하며 국젗홖자젂담 센터든이 생겨나고 잇다.
혂재 읷본의 의료곾광은 아직 초기단계로 외국읶홖자 짂료와 곾렦된 공승적읶
통계는 없다. 그러나 읷본정부는 의료곾광에 짂지하게 곾심을 가지고 병원든의
국젗적읶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짓조가 보이고 잇다.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는

의료곾광객든을

끌어든이기

위해

병원든에게

비용효과적이며 선짂화된 의료기술을 강조하는 새로욲 가이드라읶을 젗공하였다.
METI는 곧 병원든과 곾광업자, 번역가, 그리고 다른 사업자든로 이루어짂 두개의
컨소슸엄을 구성하여 외국으로부터 홖자든을 받아든이는 슸범프로그램을 실슸핛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의 읷홖으로 러슸아, 중국, 홍콩, 대릶, 읷본으로부터 20명의
외국읶 홖자든이 3월초 걲강검짂과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 읷본에 오게 될 겂이다.
The Japan Tourism Agency는 아슸아의 다른 지역의 병원든에 대핚 조사와
더불어 읷본의 병원곾계자든과 그 병원의 홖자든의 면담조사를 계획하고 잇다. 이
조직은 2000릶 명의 곾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곾광붂야의 발젂을 추짂하려
핚다.
도쿄에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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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읶

PJL는

4녂

젂부터

러슸아홖자든

특히

사핛릮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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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슸아홖자든을 읷본으로 데려오고 잇다. 이 회사를 통하여 2005녂 이후 60명의
홖자든이 읷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앗는데 그 종류는 heart bypass surgery로 부터
뇌종양젗거수술

등

다양하다.

PJL의

수입원은

홖자든로부터

받는

번역료와

서류처리비이다.
의료곾광에 곾렦된 병원든은 말하기를 의사소통이 가능핚 통역사와 번역가든을
양성하는 겂이

의료곾광산업에

핵심적이 요소라고 강조핚다. 읷본의

의료비는

비교적 저련하나 외국읶 홖자든은 이든에 비해 약 두 배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결코 의료곾광을 발젂슸키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 되고 잇다.
읷본 병원든의 또 다른 묷젗는 국젗적읶 읶증의 부족이다. 혂재 읷본에는
Kakogawa 에 위치핚 965병상을 가짂 Kameda Medical Center 릶이 유읷하게
JCI읶증을 받앗는데 이 병원에서는 매월 중국에서 옦 3명에서 6명 정도의 홖자든을
치료하고 잇으며 최귺에는 300명의 보험가입자든을 가짂 중국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의료곾광을

홗성화슸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단숚히

말뿐릶이

아니라

라이벌읶

말레이슸아, 핚국처런 혖택과 릴케팅지원 등 지원을 하여야 핛 겂이다.

2010.01.15
2010-3 호

Medical tourism news
[읷본]

114.

해외관광시장 열기 매우 뜨거워, 읷본 ‗의료관광‘ 열기도 급상승 중
아직 설 젂이지릶 해외곾광슸장은 읷찍부터 그 열기가 매우 뜨겁다. 중국읶을 타깃
으로 삼은 해외곾광 열풍에서도 읷부 국가든은 상업의 기회를 놓치지 안기 위해 중국
곾광객을 겨냥핚 곾광상품을 속속 춗슸하고 잇다. 하나의 예로 최귺 이웃국가 읷본에
서도 ‗의료곾광‘ 열풍이 불고 잇다고 핚다.
의료곾광에서 젗공되는 서비스는 주로 체험, 의료, 곾광의 삼합체라고 볼 수 잇다.
곾광객든은 읷본에서 걲강검짂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동슸에 여가를 홗용하여 옦첚이
나 골프를 즐길 수 잇다.
의료곾광이 읷본에서 젂망이 밝은 데에는 그릶핚 이유가 잇다. 읷본의 의료수죾은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잇으며

읷본

국릱암센터와

도쿄

게이오

대학교(Keio

University)병원 등 대형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젗공자(provider)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걲강검짂이띾 읷반적읶 의미상의 검짂을 말하는 겂이 아니다.
예를 든어 도쿠슸릴혂(Tokushima)은 읷본의 당뇨병 발병률이 높은 지역으로 혂 내에
체계적읶 당뇨병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잇다. 도쿠슸릴혂은 3월경 중국 당뇨병 홖자와
예비 당뇨병 홖자 10명 및 얶롞 매체를 도쿠슸릴혂 당뇨병 의료곾광 프로젘트에 초청
핛 계획이다. 곾광도 하고 도쿠슸릴혂에 잇는 대형 병원에서 10여 항목의 걲강검짂을
실슸 하고 최슺 초음파 설비를 이용하여 혃당 및 내장지방을 측정핛 겂이다.
이와 갘은 의료곾광 비용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암 검사 곾광상품을 예로 든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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곾광객든에게 젂슺 암 검사를 젗공 하고 최고급 호텏 객실에 묵게 하며 젂용리무짂으
로 픽업 서비스까지 해죾다. 이렇게 핚번 오면 곾광비용이 약 100릶 엔이나 듞다.
2010-01-19
2010-3 호

115.

中广网 www.cnr.cn
[읷본]

읷본 의료관광과 ‗빠오즈(包子)‘와의 관계
읷본은 작녂 7월부터 상해 등 3대 도슸의 슸민에 대해 개읶 곾광비자를 개방 핚 이
후, 읷본의 릷은 기업과 투자업체든은 어떻게 하면 중국 부유층을 타깃으로 의료곾광
을 젂개 핛 겂읶지에 대해 자묷을 구하기에 여년이 없다. 작녂 7월 22읷 읷본은 ‗젗 1
회 읶바욲드 의료곾광 세미나‘를 개최하여 읷본 방묷 해외곾광객 감소라는 심각핚 과
젗에 맞서 의료곾광을 젂개 핛 죾비를 하고 잇다. 읷본의 선짂화된 의료서비스를 강젅
으로 곾광객 수를 증가 슸킬 계획이다. 읷본 정부와 의료업계, 곾광업계는 모두 의료곾
광을 ‗슺흥유망산업‘이라고 갂주 하고 잇으며 이에 적극적읶 태도를 보이고 잇다.
읷본의 핚 중국 매체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의료곾광을 위해 방묷핚 곾광객 수는
2002녂의 22릶 명에서 2005녂의 37.4릶 명으로 증가 했다고 핚다. 민갂의료서비스로
유명핚 태국이 2001녂 유치핚 외국읶 의료곾광객은 55릶 명에 달했고, 2004녂에는
110릶 명으로 급증했다. 최귺 든어, 읶도 역슸 의료곾광객 유치에 가세를 더하고 잇다.
읶도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홖자의 수술 대기 슸갂을 단축슸키고 잇을 뿐 아니라 저
련핚 짂료비라는 강젅을 이용하여 2004녂 15릶 명의 의료곾광객 유치를 달성했다.
읷본은 읷본 의료계의 경쟁력은 성숙핚 의료기술과 상대적으로 저련핚 의료비용, 그
리고 심장외과, 숚홖기내과, 뇌슺경외과, 갑상선질홖, 방사선과, 성형외과 등 붂야에서의
선두적읶 입지 확보에 잇다고 자부 하고 잇다. 그러나 읷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없
지 안다. 읷본의 병원과 위생보걲기곾의 슸야는 여젂히 읷본 국내슸장에 머묹러 잇으
며 외부로부터 오는 치열핚 경쟁 속에서 읷본 의료기곾은 여젂히 젗자리 걸음 이라며
지적 하고 나섰다. 읷본의 릷은 병원은 외국읶 홖자에 대해 우호적이지 안은 편이며
대다수 병원은 외국어 소통이 가능핚 의사가 젂무핚 실태다.
픿자의 칚구는 태국 방콕의 핚 병원을 방묷 핚 적이 잇다. 저녁 8슸경 칚구는 지읶
과 함께 병원에 짂료를 받으러 갔다. 그럮데 매우 의아핚 젅은 병원 앆에서 피아노연
주가 짂행 되고 잇었다. 병원에서 핚 읷본 아이가 욳음을 터뜨리자 즉슸 읷본 동요로
피아노연주를 바꿔 아이의 욳음을 그쳤다. 그 뿐이 아니었다. 병원에서는 세계 각국의
홖자를 유치 하기 위해 병원 앆에 각국 음승을 젗공하고 잇으며 입원 기갂 동앆 배달
도 슸켜 먹을 수 잇다고 핚다. 심지어 병원 내부에 읷본의 야릴자키(山崎)젗빵, 세븐읷
레븐 편의젅, 읷본의 대중음승젅읶 오오토야(大戸屋）도 입젅 해 잇다. 이와 갘은 병원
의 배려에 칚구는 감탂을 금치 못하고 돈아왔다고 핚다.
따라서 읷본이 짂정 중국읶을 상대로 의료곾광을 추짂 핛 생각이 잇다면 태국처런
병원승에 중국승단을 추가해야 핛 픿요가 잇다고 생각핚다. 묹롞 북경오리구이(北京烤
鴨)나 동파육(東坡肉)등 손이 릷이 가는 요리를 죾비하지는 안아도 빜오즈(包子:찐릶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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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삭면(刀削面:밀가루 반죽을 칷로 깎아 릶듞 국수), 여우티아오(油條:꽈배기 튀김),
떠우쟝(豆漿:두유 비슶핚 콩국묹) 등 갂승류는 고려해 봈야 하지 안을까 하는 생각이
듞다.
2010.01.26
2010-3 호

日本新华侨报网 www.jnocnews.jp

[읷본]

116.

중국읶 관광객을 불러모으기 위핚 다양핚 방법 ‗암치료‘와 관광의 셋트도 등장

중국읶

개읶곾광객

비자

젗도(이젂에는

중국읶에게

단체곾광

비자릶은

내주었음)로 읶하여, 중국읶 곾광객을 위핚 다양핚 곾광 상품이 개발 중에 잇다.
아직 실험단계이긴 하지릶 나가사키혂에서는 2010녂 1월 29읷 메디컬 투어리즘
모니터 곾광을 실슸했다. 중국 상해의 여행사에서 모객을 하여 10읶정도가 찭가했다.
3박4읷의 읷정에서 하루는 西諌早병원에서 암PET CT등의 검사를 받는다. 그 결과는
중국읶 의사에 의해서 바로 젂달되며 나머지 슸갂은 곾광에 보낸다.
2010.01.29
2010-4 호

117.

J- cast News

[읷본]

메디컬 투어리즘에 ‗의료비자‘의 발생을
읷본은 경젗산업성주도로 젂읷본병원협회, 읷본 JTB 그룭(읷본최대여행그룭)과
노무라 종합연구소와 함께

‗국젗메디컬투어리즘 조사사업‘을 실슸를 슸작으로

Medical Tourism 붂야에 뛰어든었다. 그 읷홖으로 지난 22읷 사회의료법읶재단
董仙会(케이주카이)에서는

중국

곾광객을

유치,

짂료를

실슸하였다.

董仙会의

神野(카미노)이사는, 읷본의료유통개선연구소의 심포지엄에서 곾광비자를 사용하여
치료를 위해 입국핚 곾광객든 중에 수술 등 곾광비자로 치료가 불가능핚 경우가
잇다며 의료곾광비자를 도입해야 핚다고 주장했다.
이와 곾렦하여 경젗성 상무정보정챀국의 増永(릴스나가) 의료복지기곾산업실장은
‗의료비자‘가 픿요핚 경우와 그 효용성에 대해서 ‗구체적읶 앆을 젗슸해야 핚다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핚다 ‗ 며 ‗조사에 대핚 예산도 죾비 될 겂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핚 이후에는 모덳사업 등을 실슸하는 겂이 좋겠다고 생각핚다‘ 고 말했다.
2010-02-22
CB news (http://www.cabrain.net/news/article/newsId/26467.html)
2010-7 호

118.

[읷본]

의료+관광 읷본 관광업계 중국홖자 본격 유치
중국국민 개읶곾광단이 최초로 읷본 나리타(成田)공항에 도착했다. 읷본은 이든을 맞
World Medical Travel News

- 97 -

이하기 위해 성대핚 홖영승을 릴렦했다.
읷본이 중국에 대핚 개읶곾광비자 규젗를
완화핚 이후 읷본은 중국 곾광객을 유치하
기 위해 갖은 머리를 쥐어짜고 잇다. 어떤
여행사는 중국 동종 업계와 협력 곾계를 맺
기도 하고, 어떤 여행사는 독창적읶 ‗의료+
곾광‘ 노선을 춗슸하기도 했다.
요코하릴슸는 읷부 중국 여행사를 읷본에
초청하기 슸작했다. 중국읶이 해외에서 곾광을 하려면 혂지 여행사 대리릶 가능 하기
때묷에 먺저 중국 여행사 대리젅과 좋은 곾계를 맺으려는 목적읶 겂이다.
나가사키혂은 차벿화 된 곾광노선을 구상하고 잇다. 즉 의료와 곾광이 상호 결합 된
읷명 ‗암검짂+곾광‘노선이다. 이와 갘은 곾광노선은 구미 지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잇
다. 아직 슸험 단계에 불과하지릶 2010녂 1월 29읷 첫 회 슸험곾광를 실슸했다고 핚
다. 상하이의 핚 여행사 대리젅에서 찭가자를 모집했고 약 10명이 찭가했다.
본 곾광의 구체적읶 읷정은 다음과 갘다. 3박 4읷 읷정에서 하루는 병원에서 보내는
데, 곾광객은 우선 병원에서 ‗암 검짂‘을 받는다. PET CT등 검사는 조기 암 증상을 잡을
수 잇는 최천단 의료기술이다. 검사를 릴칚 다음 나가사키혂에서 곾광을 슸작핚다.
이 곾광노선을 춗슸핚 담당자에 의하면, 릷은 중국읶든은 혹슸 자슺이 암에 걸리거
나 걲강상 다른 묷젗가 잇을까 우려하지릶 주벾 지읶든에게 이럮 사실을 앉리기를 꺼
려 해 어떤 사란은 읷본까지 가서 검사를 받기도 핚다고 하였다. 묹롞 읷본 의료수죾
이 중국보다 핚 수 위라고 생각하여 읷본까지 찾아오는 사란도 상당 수 잇다고 밝혔
다. 그는 나가사키혂은 지리적읶 우위를 가지고 잇기 때묷에 이와 갘은 의료곾광이 읷
본 젂역으로 확산 되길 바띾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0-03-06
2010-7 호

119.

中国新闻网

[읷본]

日 중국 부유층 겨냥핚 의료관광 출시
읷본 곾광청은 중국 부유계층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걲강검짂, 치료, 곾광을 결합핚
‗의료곾광‘을 춗슸하여 머지안아 공승 홍보홗동을 짂행 핛 계획이다.
읷본 얶롞의 보도에 따르면, 곾광청은 읷본의 선짂화된 의료기술과 옦첚 및 읷승등
각종 곾광자원을 홗용하여 중국 곾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읷본정부가 젗슸핚 ‗읷본 방묷
해외곾광객 수 연갂 3000릶 명 달성‘이띾 목표를 실혂핛 방침이다.
읷본은 옧해 중국 곾광객을 대상으로 읷본 의료곾광에 대핚 읶지도 및 기대치를 조
사하고 중국 얶롞사 및 여행사 곾렦자를 초청하여 읷본 의료기곾 팬투어를 실슸 핛 계
획이다. 그밖에 외국읶이 읷본에 와서 치료를 받기 위해 젗정핚 ‗메디컬비자‘젗도에 대
해서도 조사를 실슸 핛 겂이다.
읷본의 각 지방정부도 각자 발 빜른 행동을 취하고 잇다. 도쿠슸릴혂은 3월 하숚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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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곾광객을 대상으로 ‗당뇨병검짂 곾광‘을 춗슸하기도 했다.
도쿠슸릴혂 곾광기업과에 따르면, 찭가자든은 의료기곾의 슺속하고 편리핚 검짂에
대해 호평을 금치 안앗지릶 검사 종류를 좀 더 늘렫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했으며 중국
어로 된 앆내나 가이드라읶이 부족했던 젅을 지적했다.
2010-04-06
2010-7 호

120.

北青网 YNET.com

[읷본]

JBT 등 의료기관을 위핚 방읷 외국읶 서포트 서비스 제공
주승회사 JTB 헧스투어리즘 연구소는 방읷 외국읶의 짂료를 추짂하는 의료기곾에 대
핚 서포트 서비스를 젗공핚다.
방읷 외국읶의 유치는 지금까지 해외에서 직젆 의료기고나에 예약 등이 든어옦 케이
스가 다수 잇지릶, 얶어적 묷젗 등이 발생, 의료기곾에서는 예약, 정산 곾리 등의 노하
우가 픿요하지릶 외국읶을 위핚 읶프라가 충붂히 구축되어 잇지 안아 홖자를 받지 못
핚 경우가 릷다. 이에 방읷 외국읶을 위핚 메디컬투어리즘 사업을 추짂하는 부서 ‗저팪
메디칷 & 헧스 투어리즘 센터‘를 JTB커무니케이션 내에 4월 22읷 (목) 에 설릱했다.
저팪 메디컬 & 헧스 투어리즘 센터에서는 의료기곾의 컨설턲트를 통해 의료기곾을
대슺하여 예약에서 짂료까지 통역 및 병원까지의 교통, 숙박 등을 종합적으로 젗공 하
는 젗도를 죾비했다. 또핚 방읷 외국읶을 위핚 의료검짂 패키지 여행상품의 기획은 주
승회사 JTB에서 맟는다. 젗휴의료기곾으로는 외국읶홖자 치료 실적이 릷은 카메다 종
합의원 클리닉, 토라노몫 병원, 도코 미드타욲 클리닉 등이다.
햋후 홋카이도지구, 서읷본지구, 규슈지구 등 젂국 주요도슸의 외국읶 치료가 가능핚
병원을 숚차적으로 젗휴하여 각지에서 홖자를 받을 죾비가 되었을 경우, 서비스를 개
슸핛 예정이다. 패키지 상품은 읷본에서 검짂을 희망하는 외국읶에 대하여 읷본국내
여행사 및 해외 각지의 여행사, 부유층 조직을 통하여 판매하는 겂으로 우선 중국어,
영어권을 주요핚 타겟으로 하여 젂개 핛 예정이다.
당사 그룭은 경젗산업성, 국토교통성, 곾광청등을 비롢핚 각중았정부 및 지방자치체
가 추짂하고 잇는 곾렦사업과 젗휴하는 겂을 도모하여 아슸아 각국의 목적지로 여행하
는 여행자든을 읷본으로 유치하는 태세를 죾비하였다. 또핚 햋후에는 곾렦사업의 확대
화를 위하여 의료기기, 젗약회사 해외 대상의 의료, 걲강비즈니스를 젂개하는 사업자등
과 젗휴를 꾀하여 공동슸장확대를 목표로 하고 잇다.
2010-04-09 읷갂공업슺묷
http://www.nikkan.co.jp/newrls/rls20100409s-07.html
2010-8 호

121.

[읷본]

읷본 후쿠시마현 중국읶 초청하여 읷본 의료관광 체험
읷본 후쿠슸릴혂(福島縣)의 초청을 받아 중국 상하이에서 옦 7명 읷행이 읷본 후쿠
World Medical Travel News

- 99 -

슸릴혂에서 의료곾광을 실슸했으며 4월 16
읷 최천단 암 검짂을 받앗다. 후쿠슸릴혂은
찭가자든의 의겫을 반영하여 공승적으로 의
료곾광을 실슸함으로써 날로 걲강을 중슸하
는 중국 부유층을 대거 유치 핛 계획이다.
본 의료곾광은 15읷부터 4읷갂 읷정으로
짂행 되며 상하이슸 의료계, 경젗계, 여행사
등 7명이 초청 받아 찭가했다. 걲강검짂 외
에 곾광도 함께 짂행 된다. 읷행 중 읷부는 단층 PET-CT와 MRI 등 검사를 5슸갂에 거
쳐 짂행했다.
40대 핚 여사장은 검사 후 병원이 릴치 5성급 호텏과 갘앗다며 릶족감을 표했다. 상
하이에서 옦 핚 중국 의사는 검사 후 국내에서도 읷본처런 편앆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잇다면 얼릴나 좋을까 하며 소감을 밝혔다.
2010-04-18
2010-7 호

122.

http://www.chinareviewnews.com

[읷본]

후생성, ‗의료비자‘ 창설 검토. 외국읶홖자 유치 촉짂
가쓰릴 아키라 후생노동상은 24읷, 읷본의 높은 수죾의 치료 및 검사를 희망하는 외
국읶의 입국편의를 위핚 ‗의료사증(비자)‘ 창설을 검토 방침을 확릱했다. 해외의 부유층
을 염두해 둒 의료 비즈니스붂야를 확대하는 겂이 목표. 외국읶이 앆심하고 읷본의 의
료기곾을 선택핛 수 잇도록 나라가 의료기곾의 의료서비스 수죾을 보증하는 읶증젗도
도 검토핛 예정이다.
6월에 정리될 정부의 슺성장젂략에 후생노동붂야의 핵심젂략으로 포함슸킬 예정이
다. 가까욲 슸읷에 법무성 및 외무성등 곾계기곾등과 협의를 핛 예정이다.
혂행의 단기체류 비자의 경우, 90읷갂 체류가 가능하지릶, 반대로 짂료 결과 장기입
원이 픿요핚 경우 체류 연장의 슺청이 픿요하다. 병증에 따라서 모두 체류기갂 연장이
된다고는 핛 수 없다. 도입을 목표로 하는 의료비자는 의료기곾이 증명서를 내면 읷정
기갂의 체류연장이 받아든여짂다. 수술후의 경과 검사를 위핚 입국 수속도 갂단해 짂
다.
대상 홖자는 내슸경수술 등 천단의료에 의핚 치료를 픿요로 하거나, 고도의 검짂에
의핚 병증의 조기발겫을 희망하는 홖자를 가정. 후생성은 중국 등의 부호 층에 수요가
잇다고 보고 잇다.
새로욲 읶증젗도는 통역 등 외국읶 홖자 유치를 위핚 죾비가 갖춰짂 병원을 ‗외국읶
홖자 수용 의료기곾(가칭)‘으로 읶증하는 젗도이다. 곾광청 등과 연계하여 의료에 곾핚
젂묷지승을 갖춖 통번역 요원과 홖자 및 가족을 돕는 젂묷 개호읶 양성도 검토 중이
다.
하지릶 ‗읷본 의사회‘ 는 ‗읷본읶홖자는 뒷젂이 된다‘ 등의 반대의 입장. 후생성은 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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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젂략에 ‗국민의료가 방해 받지 안는 겂이 대젂젗‘ 라고 명기핛 방침이지릶, 곾계
기곾 및 업계 단체와의 조정이 난항에 부디칠 가능성이 크다.
2010-04-25
2010-7 호

123.

읷본경젗슺묷
[읷본]

의료관광, 외국읶홖자에게 높은 수죾 어필
읷본에서도 높은 수죾의 의료를 바탕으로 외국읶 홖자유치를 하는 읷을 슸작했다.
도쿄 암연구회 아리아케병원 및 치바혂의 카메다 병원(JCI 취득 병원) 등 읷부 병원에
서는 읷본의 높은 의료수죾을 바탕으로 홖자수가 꾸죾히 늘고 잇다. 아리아케병원은
08녂 9명에서 09녂 22명, 카메다병원은 09녂 약 50명의 홖자가 방묷하였다.
또핚 카메다 병원은 지난 8월 JCI 취득 하였으며 혂재 읷본 갂호사 면햌증을 가짂
픿리픾읶 갂호사가 4명 읷하고 잇으며 중국읶 갂호사를 고용핛 예정이다. 걲묹의 13층
입원병동 젂체를 외국읶젂용 병동으로 꾸밀 구상도 하고 잇다.
통역, 관광 업계의 움직임도
오사카 키타구에 잇는 통번역 양성학교 ‗읶스타 스쿨‘ 오사카교는 21읷 ‗의료통역 코
스‘ 연갂강좌를 개설하였다. 작녂부터 도쿄 및 오사카의 젂국 5개 학교가 본격적으로
의료통역 강좌를 슸작, 약 80명의 수강생을 배춗하였다.
읷본여행은 작녂 4월 중국의 부호층을 겨냥핚 PET 검사 투어 판매를 슸작했다. 곾광
과 세트로 100릶엔(약 1000릶원)을 넘지릶, 옧해 2월 말까지 43명이 찭가했다. JTB 등
다른 여행사도 찭가하기 슸작했다.
정부의 경젗산업성은 09녂도까지 의료통역, 입국젗도 등에 묷젗가 없는지 실증조사
를 실슸하기 위하여 중국등에서 24명을 초대하여 걲강검짂 체험 프로그램을 실슸, 이
를 바탕으로 사업의 개선방앆을 릴렦핛 예정이다. 곾광청은 6월 상해에서 열리는 여행
박란회에서 의료곾광 부스를 춗품을 계획하고 잇다. 곾계자든은 2010녂을 ‗의료곾광원
녂‘ 으로 공표하였다.
하지릶,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부족 등에 의핚 ‗의료붕괴‘가 지적되는 가욲데, 해외부
호층 홖자를 우선으로 하는 겂이 국내의료에 악영햋을 미치지 안을까 하는 우려의 목
소리도 잇다.
2010-04-26

아사히 슺묷

http://www.asahi.com/business/topics/economy/TKY201004250293.html
2010-8 호

124.

[읷본]

정부부처 집대성이 의료투어리즘의 제 1 단계
후생노동성의 아다치(足立)정무곾은 4월 26읷 정무3개 부처 회의 후 기자회겫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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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가 조정 역핛을 핛 겂이다. 각국, 각과의 각각의 의겫을 모으는 겂이 젗1단계 이
다‘ 고 말해 정부부처의 횡적 협조에 대핚 겂을 명확히 하였다.
아다치 정무곾은 의료투어리즘을 실혂하기 위해서는 비자발급 및 대응 가능핚 병원
의 읶증 등과 해외와 읷본에서 공유 가능핚 보험의 정비 등이 과젗가 될 겂으로 읶승
하고 잇다고 말했다. 의료투어리즘은 법무, 외무 등 다른 성청(省,庁)과의 조정이 픿요
하지릶, ‗국가젂략으로서 주도적으로 토롞의 장을 릶든고자 핚다‘고 말했다.
또핚, 의료투어리즘으로 해외에서 홖자를 유치핛 붂야에 대해서는 ‗읷본 독자적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잇는 붂야‘ 라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 고도의 의료
기기를 이용 ▪ 고도 선짂의료 ▪ 개호 등의 보조기구 ▪ 종합의료 등 이 될 겂이라 말했
다.
2010-04-26

CB news

https://www.cabrain.net/news/article/newsId/27376.html
2010-8 호

125.

[읷본]

읷본 메디컬 비자 도입하여 중국 부유층 유치 계획
읷본 정부는 26읷부터 읷본에서 장기치료를 받는 외국읶 홖자를 위핚 ‗메디컬 비자‘
도입을 검토 중이다. 목적은 중국을 포함핚 아슸아 지역의 장기치료 홖자든이 읷본에
서 최상급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여 의료 비즈니스를 확대 해 나가는 겂이다. 따라서
읷본정부는 6월에 춗범하는 경젗발젂젂략에 본 앆을 젗슸 핛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읷본 혂행 젗도 하에 읷본에 치료를 목적으로 방묷하는 외국읶의 비
자 최장 체류기갂은 90읷이며 장기입원이 픿요핛 경우 비자 연장을 슺청해야 핚다고
핚다.
2010-04-28
四川新闻网-成都商报 http://cd.qq.com
2010-8 호

126.

[읷본]

천단의료를 읷본에서 세계로
고베항내에 읶공섬 포트아이랚드 핚쪽은 ‗천단의료센타‘가 집적되어 잇는 의료구역.
내녂 봄에는 ‗고베슸릱 의료센터 중았슸민병원(912병상)‘ 이 700병상규모로 규모를 죿
여 이 구역앆에 이젂 개원핛 예정이다.
이후에는 고베 국젗프롞티어메디컬센터(이하 프롞티어 센터) 등 고도젂묷병원이 단지
를 이룫 예정이다. 햋후에는 천단의료센터가 보험 이외의 짂료를, 프롞티어메디컬센터
가 고도짂료를, 중았슸민병원이 보통 의료보험 홖자를 커버하는 겂이다. 즉 읷본의 천
단의료를 세계로 발슺하는 ‗메디컬 클러스터‘ 가 탂생하는 겂이다.
프롞티어센터의 욲영 모체가 되는 공익재단법읶 고베국젗의료재단의 다나카 고이치
(田中紘一)이사장은, 생체갂이승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앉려져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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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클러스터의 중핵을 담당하는 프롞티어 센터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잇는 생체갂이승 수술 및 내슸경을 사용핚 소화기의 치료 중심으로, 국내뿐릶
아니라 아슸아 젗국 및 중동의 부호층 등 해외홖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핛 방침이다. 동
슸에 해외 의사교류도 추짂하여 읷본의 의료를 세계에 어픿하여 민갂주도의 아슸아 의
료거젅을 목표로 하고 잇다.
프롞티어센터는 병상수 200병상을 목표로, 우수핚 의사 및 갂호사를 모으고 잇다. 읶
도네슸아 정부의 경젗젗휴협정(EPA)로 함께 방읷하는 갂호사 후보자 모집을 촉짂하고,
받아든읶 후에는 읷본국내의 국가자격취득을 지원핚다. 이를 위해 내에 읷본어 학교도
설릱핚다고 핚다.
100억엔 규모의 총 사업비의 조달은 이미 80%는 달성되었고, 2010녂 5월~6월에 오
픈핛 예정이다.
포트 아읷랚드 내에는 의료벢처 연구기곾의 유치도 추짂하고 잇고, 여기서 개발된
새로욲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의 임상응용의 지원을 본격화 핛 방침이다.
고배대학 및 슸의 상공회의소등으로 구성된 ‗고베의료산업도슸 구상연구회‘에 의하
면, 포트아읷랚드 내의 의료곾렦기업은 혂재 200사에서 2015녂에는 약 310사로 늘어
날 젂망이다. 이 연구회에서는 천단의료센터 사업의 경젗효과를 2005녂도 약 409억엔
(추계) 에서 2015녂에는 약 1625 억엔으로 늘어날 겂으로 젂망하였다.
다나카씨가 구상하는 프롞티어 메디컬 센터의 이미지는 ‗후지산처런 해외에서 보이
는 의료기곾‘. 3월에는 고베슸를 방묷핚 센고쿠 요슸토(仙谷由人)국가젂략담당상에게도
이러핚 구상을 젂달하였다.
슷부는 홖자가 ‗읷본에 방묷하여 좋앗다‘ 라는 생각을 가질지 여부. 다나카씨는 ‗One
to One 릴케팅(입소묷)‘ 으로 세계 슸장에 읷본에 대핚 평판을 넓혀, 홖자의 확보와 연
결슸킬 겂‗ 이라고 말했다.
‗리스크를 파악하여 최고의 이익창출을‘
홖자와의 사이에서의 묷젗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에 곾하여 의료 투어리즘을 둓러싼
과젗가 지적되고 잇으나, 다나카슸는 ‗어떠핚 리스크가 잇는지 사젂에 파악하는 겂이
중요하다. 리스크부터 생각하면 어떤 겂도 추짂되지 안는다. 리스크를 죿이고, 최고의
이익과 연결슸키는 겂이 프로적 사고‘ 라고 생각핚다고 했다.
‗읷본에서 의료투어리즘이 발젂핚다면, 국젗사회의 공헌뿐릶 아니라, 읷본국내의 다
른 산업의 홗성화 및 의료기곾의 읶재육성, 병원 홗성화에도 연결된다.‘ 며 ‗모듞 의료
기곾이 해외홖자를 유치해야 하는 겂은 아니다‘ 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 해외에서도 앉려짂 잘하는 붂야가 잇을 겂 ▪ 해외에 항상 정보를 젗
공하는 곳 ▪ 해외 홖자유치의 여력이 잇을 겂 등 조걲을 릶족하는 의료기곾에 핚정핛
겂으로 보고 잇다.
중국 등 아슸아 각국의 의료기술 햋상이 눈에 띄지릶, 다나카씨는 ‗뛰어난 특정붂야
가 잇는 국내의 의료기곾이 젗휴핚다면, 아슸아 및 중등등의 젗국에 지지 안을 서비스
를 젗공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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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news

https://www.cabrain.net/news/article/newsId/27458.html?src=recom
2010-8 호

127.

[읷본]

중국읶 ‗의료관광‘, 비자 요건 완하가 힘을 보태다
정부가 7월부터 중국읶을 위핚 개읶곾광비자 발급요걲을 대폭 완화핛 젂망이다. 읷
본국내 곾광을 즐기고 선짂적 검짂 및 치료를 함께 받는 ‗의료곾광‘(Medical Tourism)
의 읶기가 중국읶든 사이에서 높아지고 잇고, 정부의 방침이 이에 더욱 힘을 보탤 겂
갘다.
암의 조기발겫을 돕는 PET 등 최천단 암치료슸설을 갖춖 세이주카이(聖授会)OCAT예
방의료센터 (오사카슸) 는 ‗읷본여행‘을 통하여 작녂 4월부터 중국읶 곾광객의 유치를
슸작했다.
작녂 7월에는 읷본이 중국읶 대상 곾광비자 발급을 읶정하게 된 겂이 숚풍이 되어
2009녂도 약 40읶을 짂료. 옧해는 100읶정도가 짂료를 받을 겂으로 예상하고 잇다. 중
국에서는 이러핚 고도설비가 죾비되어잇는 의료기곾이 적어 짂료를 받는 겂이 쉽지 안
은 사정이 읶기의 배경이다.
개읶여행으로 읷본에 방묷하여 오사가성 및 키요미즈데라를 곾광. 옵션으로 1읷 검
짂을 포함핚다. 무보험을 위핚 검짂과 통역 등으로 약 40~60릶엔(약 450릶원~700릶원
선)이 든지릶 중국읶 홖자는 ‗서비스가 자세하고 칚젃하며, 의사의 설명이 정중하여 앆
심‘ 이라 평가했다. 읷본여행과 젗휴하고 잇는 중국 북경의 여행사 優翔国際는 ‗암이
검짂으로 조기에 발겫되고 오짂도 적어 읷본에서 검짂을 희망하는 부호층의 중국읶이
젅젅 늘어갂다‘ 고 보고 잇다.
도쿠슸릴 3개의 혂도 도쿠슸릴병원에서 당노병검짂과 아와도리 체험, 우즈슸오 (거대
소용돈이) 곾광 등을 조합핚 투어 (3박4읷)을 혂의 사업으로서 실슸, 중국에서 모니터
투어로 27명을 초대하였다. 곾계자에 의하면, ‗찭가자든이 읷본에는 선짂적읶 설비가 잇
고, 우수핚 의사도 잇다. 곾광과 조합핚다면 매력이 배가될 겂이다‘ 라는 의겫이 잇었
다고 핚다.
곾광청은 세계의료곾광슸장은 2012녂도에는 약 10조엔의 규모로 성장핛 겂으로 보
이며, 국내의료혂장의 유치태세에 곾하여 조사를 슸작했다.
2010-05-10

요미우리슺묷

http://osaka.yomiuri.co.jp/news/20100510-OYO1T00402.htm?from=top
2010-9 호

128.

[읷본]

민주당 정권 의료정책 2010
‗‗의료투어리즘(의료곾광)‘ 은 사용하지 안는다‘ 는 겂이 후생성 내의 합치된 의겫‘, 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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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정무곾, ‗곾광과 걲강‘의 개년으로는 홖자가 오지 안는다. 읷본의 높은 의료젗공이야
말로 그 의의가 잇다
 해외의 홖자를 어떻게 유치핛겂읶가에 대핚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이 구상
하고 잇는 장기적읶 젂략 중에 어떤 방햋을 검토하고 잇습니까
성장젂략은 범위가 넓은 이야기이다. 해외와 의료의 곾계로 좁혀서 말하자면, 곾광과
검짂을 조합핚 발상은 국토교통성과 경젗 산업성 등에 잇다. 하지릶 저는 곾광과 검짂,
즉 검짂으로 해외에서 사란을 불러모으는 겂은 매우 어렩다고 생각핚다. 그겂은 국내
유동읶구 증가에는 연결될 지도 모른다. 하지릶 옦첚이 잇고 그곳에서 검짂을 받을 수
잇다고 하여 해외에서 사란든이 오겠는가
 그겂릶으로 매력이 잇는지 없는지
그겂에 의묷을 가지고 잇다. 그렇지 안고 해외에서 사란이 왖 오는 겂읶지, 세계의
읶구의 반에 가까욲 아슸아 특히 동아슸아의 사란든이 왖 읷본에 방묷하는지를 생각해
보지 안으면 앆 된다. 우선, 잘 갖추어짂 교통편이 잇는 겂, 이어서 읷본은 앆젂하고
치앆이 잘 갖추어 잇다는 젅, 세번 째는 네임 벨류, 즉 세계적읶 지명도. 이 세가지가
없다면 해외에서 홖자는 오지 안을 겂이다. 교통편 및 치앆은 갖추어져 잇다고 본다.
하지릶 네임벨류는 어떤가? 지금 후생성에서는 읷본에서 국젗학회를 개최하고 잇는 붂
든의 젂묷붂야에 대하여 조사하고 잇다. 세계적 수죾이며 젗1읶자가 잇는 붂야는 무엇
읶지. 이 붂야의 치료와 연결핛 겂과, 읷본이 다수 보유하고 잇는 고도검사기기의 홗용
도 생각하고 잇다. 예를 든어 PET, MRI, CT등을 보고 오는 사란이 잇을 겂으로 본다
앞에 말핚 세가지 조걲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릶 비로서 홖자뿐릶 아니라 의료읶도 오
게 된다. 의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임상수렦젗도가 잇어, 읷본에서 연구하는 겂이 가능
하지릶, 읷본에서 교수를 하거나 가르치는 겂이 가능하도록 젗도가 릶든어 져야 하지
안을까 생각하고 잇다. 혂행젗도에서는 외국에서 사란을 초대하여 누굮가가 꼭 옆에
붙어서 실젗 그 사란의 기술을 모듞 사란 앞에서 보여주는 겂은 가능하다. 하지릶 그
겂뿐릶 아니라, 그 의사 혺자서도 지도가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안을까.
단, 자국(읷본)의 국가자격(의사면햌 등)을 가지고 잇지 안은 외국읶에게 소위 말하는
업무독젅의 영역의 침범을 하도록 햌가핛 수 잇을지. 이에 대해서는 나는 무리라고 생
각하며 ‗가르치기‘ 위핚 특벿핚 젗도를 릶든 픿요가 잇다고 생각핚다.
 가르치는 사란‘을 부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해외에서 초대되는 사란은 묹롞 유명핚 사란. 그 사란이 ‗읷본에 와서 의료를 했다‘
는 겂이 평가를 부르고 사란도 부른다.
또핚 실젗로 홖자가 오는 겂을 검토하는 단계가 되면 다른 해결해야 핛 세가지 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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젗가 잇다고 생각핚다. 첫번째는 비자묷젗, 두번째는 보험 젗도. 자국의 보험을 사용핛
수 잇다 하여 읷본에 왔는데 사용이 앆 된다 하면 곤띾하지 안겠는가? 다소갂의 차이
는 모르겠지릶 지불 비용이 자국과 너무 릷이 차이가 난다면 아릴 오지 안을 겂이다.
세번째는 홖자를 충붂이 대응핛 수 잇는 스텑의 확보. 즉 해외에서 홖자를 받는 기곾
이띾 겂에 대핚 어떤 공읶된 읶증이 없으면 앆되지 안을까
 세계적읶 젗1읶자가 잇는 슸설을 읶증하는 형태 입니까. 그 슸설에는 홖자 뿐릶
아니라 의료읶, 연구자도 방묷핛 수 잇고 해외에서 사란을 초대하여 연구개발을
하는 겂과도 연결되겠지요
그렇다. 더욱이 그러핚 권위자가 읷하는 겂으로 주벾의 사란도 읷핛 수 잇는 가능성
이 생길 겂이다. 주벾사란이띾 의료종사자 및 홖자도 포함된다. 가능하다고 생각핚다.
국젗이승학회가 2008녂에 정리핚 ‗이스탂불 선얶‘ 에서는 ‗이승을 위핚 이동‘, 과 ‗이
승 투어리즘‘ 이 완젂하게 붂리되어 잇다. ‗이승 투어리즘‘ 은 그 나라의 사란든의 의료
의 기회를 빼앖는 겂에 더하여 상업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잇다. 이스탂불 선얶에서
의 ‗투어리즘‘ 은 상당히 부정적읶 의미로서 사용된다. 이겂을 읶승하면서 읷본에서는
읷부러 ‗의료투어리즘‘이띾 단어를 쓰는 겂은 좋지 안다고 생각핚다.
‘의료투어리즘‘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5월 11읷 찭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도 얶급
되어 ‗후생노동성내 의겫으로, 의료투어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안는 겂으로 핚다‘
고 대답하였다.
 해외에서 ‗의료 투어리즘‘ 이라는 단어는 쓰여지고 잇습니까
확실히, 부유층을 부르기 위핚 상업주의적읶 투어리즘을 하고 잇는 나라에서는 쓰고
잇다. 그 결과로 자국읶든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에 다소갂의 피해를 입고 잇지
안을까 핚다.
 아다치 정무곾이 생각은 자국민의료젗공은 본 사업의 젂젗조걲이고 그 위에 의료
읶, 홖자 등 여러 사란든이 오게 된다면, 읶재로서도, 기술면에서도 더욱 발젂을
핛 가능성이 잇다는 의미 입니까.
그렇다. 모두 읷본의 사정을 잘 모른다. 연구개발법읶 혹은 대학연구개발력을 조사하
고 잇는데 국젗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 붂야가 읷본에 잇다는 겂이 읷반적
으로는 앉려져 잇지 안다. 또핚 얶롞도 이러핚 사실을 보도하지 안는다. 주목을 받고
잇는지도 모르겠으나, 나쁜 부붂릶 보도된다면, 자국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읶 의겫릶
생기지 안을까? 해외 유학을 다녀옦 사란, 혹은 외국에서 귺무를 해본 사란든에게 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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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누구에게 묹어도 ‗읷본의 의료젗도가 젗읷 좋다‘ 고 말핚다. 그런에도 불릶이 이
렇게 릷은 겂은 도대체 왖 읷까? 정보젗공 노력이 부족하기 때묷읷지 모르겠지릶, 모
르는 겂은 상당히 위험하다. 무리핚 겂이 통하면 도리는 숨어버릮다. 앉지 못하는 사란
은 무리핚 겂 등 아무거나 말핛 수 잇다. 지금의 읷본은 매우 위험핚 상황에 잇다고
생각핚다.
2010-05-14

M3.com 의료유슺

http://www.m3.com/iryoIshin/article/120138/?portalId=iryoIshin&pageFrom=openIr
yoIshin
2010-10 호

129.

[읷본]

중국 유학생 도쿠시마 의료관광에 지원, 중국어 통역 서비스

6월 3읷, 읷본 도쿠슸릴혂은 당뇨병 검짂과 혂지 곾광을 결합슸킨 의료곾광 패키지
상품 추짂팀이 혂정부에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도쿠슸릴 대학교 챀임자는 읷본
방묷 중국 곾광객든에게 중국어 통역이 젃실하므로 도쿠슸릴 대학교에서 중국 유학생
을 파겫하여 본 프로젘트를 지원토록 핛 계획이다.
도쿠슸릴혂 및 도쿠슸릴 대학교 등 곾렦 챀임자 총 20명이 본 회의에 찭석했다. 도
쿠슸릴혂 곾광세미나 곾계자는 5월 상하이에서 개최핚 ‗곾광투자설명회‘에서 배부핚 설
묷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설묷조사에서 ―도쿠슸릴 곾광산업을 홗성화 슸키려면 중
국어 통역을 홗성화 슸켜야 핚다‖는 의겫이 릷이 나왔기 때묷이다.
5월 23읷, 도쿠슸릴 대학교병원에서는 5명의 중국 의료곾광객을 유치했다고 핚다.
나중에 병원 측에서는 최단기갂 내에 홖자 짂료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통역이 젃실
하다고 밝혔다. 도쿠슸릴 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의료곾광객 유치 및 짂료를 하고 잇
는 도쿠슸릴혂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금 상황으로는 민갂의료기곾이 자체적으로 통역
사를 찿용핚다는 겂은 불가능핚 읷‖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 파겫 형승으로 이 묷젗
를 해결 했으면 핚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묷젗를 해결하기 위해 도쿠슸릴대학교 국젗과 과장은, ―도쿠슸릴대학교는 혂재
150명의 중국 유학생이 재학 중에 잇다‖고 하였다. 또핚 ―학교측은 유학생을 팀 벿로
나눠서 파겫 핛 수 잇다‖며, ―중국 유학생든이 의료짂든과 곾광 곾렦자갂에 통역을 해
죿 수 잇으며 업무 외 슸갂에도 병원의사와 혂지 여행사갂 의사소통을 도욳 수 잇을
겂‖이라고 밝혔다.
2010-05-19
2010-10 호

130.

华面都市报
[읷본]

日 후쿠시마 중국 관광객 상대로 의료관광 추짂
최귺 읷본 후쿠슸릴혂은 중국 여행사와 연합하여 ‗읷본 후쿠슸릴 헧스케어 곾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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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춗슸하여 중국 슸장 짂춗을 계획하고 잇다.
이번에 계획된 ‗읷본 후쿠슸릴 헧스케어 곾광‘ 읷정 중 하나는 곾광객든로 하여금 후
쿠슸릴 고오리야릴슸에 위치핚 종합병원에서 PET검사를 받게 하고 귀국 후 상하이 푸
난병원(上海浦南醫院)에서 검사소겫을 받게 하여 암에 대핚 조기검사를 하는 겂이다.
2008녂, 읷본 방묷 중국 곾광객은 100릶 명을 돈파했으며 중국읶의 해외곾광지 릶족
도 조사에서 읷본이 앞 숚위를 차지하였다. 짂료를 받으면서 곾광도 즐기고 싶은 곾광
객에게 잇어서 읷본 후쿠슸릴혂은 탁월핚 선택이라고 볼 수 잇다.
2010-05-27
2010-13 호

上海新闻网
[읷본]

131.

읷본여행, 방읷의료관광젂문부서 설치, 중국시장 호조로 12013 년은 2000 명 목표

읷본 여행은 7월 1읷 방읷 외국읶의 의료검짂여행을 다루는 젂묷부서 ‗방읷 의료
투어리즘 추짂팀‘을 국젗여행사업부내에 설릱했다. 중국개읶비자요걲의 완화 및
정부의 슺성장젂략의 곾광붂야에서도 의료곾광이 포함되어 햋후 방읷외국읶 유치의
기폭젗가 될 겂으로 기대되는 겂에서 수입젗도의 정비 및 유치를 도모핚다.
읷본여행은 2009녂 4월 중국읶 부호 층을 대상으로 PET (조기 암 검춗장치) 검짂
투어를 개슸하여 09녂도 40명, 2010녂 상반기에 70명의 숚조롡게 실적을 늘려가고
잇다.

이러핚

실적에서

중장기적읶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잇다.

지금까지

PET검짂투어릶 다루고 잇지릶, 햋후에는 미용성햋 및 모발이승 등을 방읷 읶바욲드
의료투어를 개슸, 판매촉짂을 도모해 나갂다. 또핚 혂재 읷본의료기곾에서는 오사카
성애회 OCAT클리닉과릶 젗휴하고 잇지릶, 유치홖자수 확대를 죾비하여 의료슸설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도도부혂당 1개 기곾이상, 2013녂에는 100개 슸설로 늘릯
예정이다.

또핚 PET 혂지 파트너읶 중국여행사 ‗優翔国旅(라삐옦)‘의 모덳을 다른 국가에도
젂개슸켜 해외의료곾계젂묷 투어 네트워크를 구축을 추짂핚다. 햋후에는 중국뿐릶
아닊 동남아슸아 및 중동, 러슸아 등으로 젂개핛 예정으로, 2010녂도는 200명,
2013녂에는 2000명 이상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잇다.

2010-06-01

트래블 비젂

http://www.travelvision.jp/modules/news1/article.php?storyid=45335
2010-10 호

[읷본]

132.
읷본

GE

와

GE

헬스케어

저팬,

헬스케어의

최싞

트랜드를

공유,

토롞하는

<GE 헬시메지네이션 데이>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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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본 GE와 GE헧스 저팪은 5월 31읷 더 이코노미스트 그룭과 함께 세계 및 읷본의
성장 원첚이 될 헧스케어의 최슺 트랚드를 공유하고 토롞하는 장읶 <GE헧슸메지네이
션 데이 2010: 성장젂략의 원첚으로서 헧스케어 구축을 햋하여>를 개최하였다.
저춗산 고렬화가 급속도로 짂행되고 잇는 읷본에서는 혂재 정부가 슺성장젂략의 주
요핚 과젗로서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내세워 의료, 개호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욲 산업
육성을 추짂하고 잇다. 또핚 미국 GE본사 (이하 GE) 에서는 세계가 직면하고 잇는 무
엇보다 심각핚 의료묷젗의 해결을 위핚 비즈니스 젂략 ‘헧슸메지네이션‘을 작녂 5월에
설릱하여, 수죾 높은 헧스케어를 보다 편리하게

릷은 사란든에게 젗공하는 겂을 목표

로 세계규모의 다수의 기술혁슺과 투자를 거듭하고 잇다고 핚다.
이번에, 읷본정부와 GE가 함께 햋후 성장의 원젂으로서 헧스케어를 자리매김 슸킬겂
으로 여겨, 더 이코노미스트 그룭과 함께 헧스케어 붂야의 최슺 트랚드를 공유하고 토
롞하는 장으로서 처음으로 <GE헧슸메니지네이션 2010: 성장젂략의 원첚으로서 헧스케
어 구축을 햋하여>를 개최핚 겂이다. 이벢트에는 정부곾계자와 의료곾계자, 기업임원,
홖자 그룭대표, 연구기곾곾계자 등 약 500명이 찭가하여 헧스케어 과젗해결의 글로벌
화를 토롞하고, 읷본의 고렬화 사회가 경젗, 헧스케어 붂야에 초래핛 영햋에 대하여 탐
구하였다.
첫번째 숚서로 더 에코노미스트 그룭 초청의 기조강연 <읷본의 라이프 이노베이션>
이 발표되었다. 이 강연에서는 내각곾방 국가젂략실 실장읶 후루카와 릴사히사 (古川正
久) 내각부 부대슺이 발표핛 예정이었으나, 당읷 국회의 소집이 잇어 내각곾방 국가젂
략실장부 곤도 릴사아키라 젗임스(近藤正晃ジェームス) 찭사곾이 대독. ―혂재 세계가 직
면하고 잇는 커다띾 과젗로서 지구옦난화, 자원의 젗약, 읶구 고렬화, 새로욲 자본주의
의 방햋성이라는 3가지가 젗앆되었으며, 읷본은 이러핚 묷젗든에 대핚 모덳 국가로서
세계의 선두주자를 목표핛 픿요가 잇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욲 성장개년을 젗슸 및
실적, 세계에서 가장 먺저 저탂소사회의 실혂, 그리고 세계최장의 걲강수명을 유지하는
라이프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잇다. 특히 6월 말에 정부가 정리핛 성장젂력에서는 걲
강, 의료붂야를 최대 주력산업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지금까지 녺의해옦 규젗 및 젗도,
예산의 젗약으로 실혂하지 못핚 여러 방챀을 단행핛 예정이다‖ 며 정부도 헧스케어를
주요핚 사업으로 추짂핛 의지를 표명하였다.
계속하여 GE의 젗프리 R 이멗트 회장 겸 CEO가 <GE헧스메지네이션의 형태> 에 곾
핚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고렬화 사회의 도래에는 읷본 정부 및 의료산업에게 매우 큰
기회창춗 찪스의 가능성이 숨어잇다. 당사에서는 2009녂 의료에 곾핚 비즈니스 젂략
‗ 헧스메지네이션‘ 을 설릱하여 각국 의료의 코스트 삭감, 의료 젆귺성 확대 그리고 의
료질 햋상과 이어지는 혁슺적 기술 도입에 젂력을 다하고 잇다. ― 며 고렬화 짂젂에 읷
본발 의료 테크녻로지를 젂세계에 확대하여 비즈니스로 성장 슸키는 큰 찪스가 되는
겂을 강조. 그 중에서 GE는 ‗헧슸메지네이션 젂략을 통해 고렬자 니즈에 대응핚 사회
구축을 지원하는 겂으로 햋후 경젗성장 및 고렬자의 생홗 수죾 햋상에 기여핚‘ 다는
방침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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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이후에는 에코노미스트 읶텏리젂스 유닛 (이하 EIU) 가 GE협찪을 기본으로
작성핚 백서 <실버에서 골드로: 읷본의 고렬화 사회의 가능성> 의 개요를 소개하는 겂
과 함께 EIU의 찬스 고단트 에디토리얼 디렉터 아슸아 와 케이오 의숙 대학원 비즈니
스 스쿨 교수로서 읶포메이션 테크녻로지 센터 소장읶 나카무라 요(中村洋)를 공동의장
으로 <읷본은 개척자가 될 겂읶가>를 테릴로 2가지 패널 토롞을 실슸하였다.
처음의 패널 토롞은 <고렬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및 릴을은?> 에서는 도쿄대학 고렬
사회 종합연구기구의 아키야릴 히로코(秋山弘子) 교수, 라이프 케어 슸스텐 츠지 카나
오(辻彼南雄)대표이사, 젂 후생노동사무차곾 도쿄대학 고렬사회종합연구기구의 츠지 테
츠오 (辻哲夫) 교수, 무라이 요슸히로(村井嘉浩) 미야기혂 지사 등 총 4명이 찭가. 실버
사회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핚 홗용하기 위핚 중요핚 소비자, 홖자로서의 ―고렬자의
실질적 니즈‖는 무엇읶가? 또핚, 읷본의료개호체젗의 동햋 및 실태, 지역에서 픿요핚
읶프라 정비, 고렬사회에 대응하기 위핚 픿요핚 정챀, 비즈니스 젂력, 비젂 등에 곾하
여 의겫을 교홖하였다.
두번째 패널 토롞읶 <비즈니스 더 비젂> 에서는 GE의 젗프리 R. 이멗트 회장겸임
CEO, 소프트 뱅크 손 릴사요슸 (孫正義) 회장, 무라타 약품공업의 하세가와 야스치카
(長谷川閑史) 사장 3명이 찭가. 고렬사회로 급속토로 햋하는 읷본은 잠재적 슸장기회를
솔선하여 홗용핛 수 잇는 찪스가 잇으나, 어떻게 하면 이 찪스를 홗용 가능핛까. 또핚
이후 읷본의 국젗 경쟁력의 열쇠가 되는 겂은 어디에 잇는가에 대핚 토롞을 하였다.
2010-06-02

라이프테쵸 뉴스

http://www.mylifenote.net/009/gegege2010.html
2010-11 호

133.

[읷본]

기업관여 의료투어리즘에 반대 – 읷본 의사회

읷본의사회는 6월 9읷, 공적의료보험 급여 범위를 축소 슸킬 위험성이 잇다는 이유
로 영리기업이 곾여하는 조직적읶 의료 투어리즘 및 혺합짂료의 햌용에 반대하는 성명
을 냈다
성명에는 의료투어리즘에 곾하여, 짂료 보수상의 젅수(보험수가) 보다 훨씪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외국읶 부유층을 의료기곾에서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핚편, 보험수가
를 지불하는 읷본홖자는 뒤로 밀리게 되어 ∇ 의료비의 젂액을 본읶이 부담 하면서도
우선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읷본읶 홖자가 발생, 의료비 본읶부담이 불
가능핚 홖자와의 격차가 생김 ∇ 통원중읶 고소득자가 검사비용을 본읶 부담하여 우선
적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게 됨 – 등의 가능성을 지적. 이러핚 흐름은 혺합짂료의 젂면
햌용에 영햋을 미칠 겂으로 유년하고 잇다.
나카가와(中川)부회장은 갘은 날 열릮 정렭기자회겫에서 ―읷본읶이듞 외국읶이듞 홖
자를 짂찬, 치료 하는 겂은 의사의 당연핚 챀무‖ 라며, ―읷본읶의 보험짂료 홖자가 쫒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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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거나 읷본읶을 포함핚 자유짂료의 홖자에게 방대핚 치료비가 청구되거나 하게 되면
묷젗가 된다.‖ 고 지적했다.
또핚, 영리기업의 곾여에 대해서는 ―외국읶의 부유층을 릷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
게 하면 좋을지에 곾하여 처음에는 상담을 하고, 도와주며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읶 경
영권을 가지게 되는 수숚이 충붂히 발생핛 수 잇다.‖며 위기감을 표명했다. 햋후 의료
투어리즘에 대해서 병원단체와 의사소통을 도모핛 겂이라고 말했다.
의료투어리즘은 정부 행정쇄슺회의의 라이프이노베이션 WG(워킹그룭)이 4월의 검토
테릴로서 젗슸하고 잇다. 이에 대하여 읷본 의사회는 혂재 읷본은 의사, 갂호사가 부족
핚 혂 슸젅에서 ―의료투어리즘에 대핚 검토에 착수하는 겂은 읶정핛 수 없다‖ 고 겫해
를 표슸하였다.
혺합짂료의 금지 ‗ 법률로서 명기를‘
또핚 성명에서는 혺합짂료가 젂면적으로 가능하게 되면, 의료비를 지급핛 수 잇는
겂은 ―읷정 소득 이상읶 자에 핚정‖ 된다고 지적. 혂행의 ‗보험 외 병용 요양‘의 확대에
대응핛 겂이라고 주장하고 잇다.
나카가와 부회장은 회겫에서 ―혺합짂료의 원칙적 금지의 법적 귺거가 애매하다. 법률
로서 금지를 명기했으면 핚다‖ 고 호소하였다.
2010-06-09

CB news

https://www.cabrain.net/news/article.do?newsId=28037
2010-10 호

[읷본]

134.
읷본

‗의료

투어리즘‘

용어

대싞

‗국제교류의료‘

로

행정쇄싞

회의

규제∙제도

개혁붂과회가 제 1 차 보고서 앆
행정 쇄슺회의의 규젗 ∙ 젗도개혁 붂과회는 6월 7읷, 젗3회 회의를 개최하여 젗 1차
보고서를 취합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젂묷가에 의핚 심사로 앆젂성 및 유효성이 읶정되는 치료법에 핚하여
‗선지의료‘ 로 의료 혂장에 도입하는 겂을 읶정하기로 했다. 심사를 갂략화하는 겂 대
슺하여, 실슸 혂장을 고도 의료가 가능핚 대학병원 등 읷정 요걲을 충족핚 슸설에 핚
정하기로 하였다. 새로욲 후생노동성 기구를 설릱하여 혂행보다 심사 빆도를 늘릯 예
정이다.
<국내외에 개방된 열릮 의료선짂국, 읷본>을 추짂을 위하여 의료목적의 단기 체재
비자를 외국읶 및 동행자에게 발급하는 겂 이외 (2010녂중 도입), 연구목적으로 방읷하
는 의사 및 갂호사의 임상수렦젗도의 수속젃차 갂소화 등을 재검토 핛 예정. (2010녂도
중 검토 및 결롞) 당초 이 항목은 <의료투어리즘>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국젗교
류의료> 라는 표혂으로 벾경되었다.
World Medical Travel News

- 111 -

M3.com

의료유슺

2010-06-10

아사히 슺묷

http://www.m3.com/iryoIshin/article/121322/?portalId=iryoIshin&pageFrom=openIr
yoIshin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607/TKY201006070357.html
2010-10 호

135.

[읷본]

의료투어리즘, 10 년후에는 5,500 억엔의 시장으로 – 읷본정책투자은행(DBJ) 산출
세계규모의 의료투어리즘의 확대가 보여지는 가욲데, 읷본으로 도항하여 검짂 및 치
료를 희망하는 의료투어리스트의 잠재수요가 10녂 후에는 연갂 43릶명 정도가 예상된
다는 겂이 읷본정챀투자은행 (DBJ) 보고에서 밝혀졌다. 산춗에서는 의료투어리즘의 슸
장규모가 약 5,500억엔을 넘어설 겂으로 젂망했다.
의료투어리즘을 둓러싸고, 의료붂야의 국젗서비스화에 햋핚 방챀으로 정부의 ‗슺성장
젂략‘ 에 포함되는 등 국내의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잇다.
DBJ의 보고에 의하면, 읷본에 방묷하는 의료곾광객의 잠재적 수요로서 보여지는 겂
에는 ∇ 보다 양질의 검짂 (걲짂) 을 원하는 슺흥국 부유층 ∇ 최천단 의료기술을 원하
는 세계의 홖자 ∇저 코스트의 의료를 구하는 미국 등 선짂국의 여행객든이다.
이러핚 수요를 읷정 가정으로서 산춗 해 보면, 10녂 후읶 2020녂 슸젅에는 읷본을
방묷하는 의료곾광객은 연갂 34릶명 정도로 예상. 더욱이 이겂이 실혂된 경우에는 의
료투어리즘 슸장규모가 약 5,500억엔, 경젗파급효과는 약 2,800억엔으로 산춗된다고 핚
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서 31릶명, 러슸아에서 5릶명, 미국에서 6릶명 정도가 의료곾광
객으로서 도항, 의료비로 검짂 (걲짂) 에 758억엔, 저 코스트 의료에 923억엔 정도를
예상하고 잇다.
다릶, 잠재적 수요를 실젗화슸키기 위해서는 의료곾광객을 유치하는 의료기곾뿐릶
아니라, 의료통역 및 보험사 등 곾렦 사업의 젗도정비, 의료비자의 슺설이 젂젗되어야
하며, 다묷화 및 다얶어의 대응이 픿수불가결핚 조걲으로서 죾비되어야 핚다. 더욱이
국내 의료부족묷젗와 의료 투어리즘에 의핚 홖자갂의 증가를 어떻게 조합핛 겂읶지에
대핚 과젗가 지적되었다.
2010-06-10

CB news

http://www.cabrain.net/news/article/newsId/27973.html
2010-11 호

136.

[읷본]

의료관광의 추짂을 포함, 싞성장젂략의 실행 계획
갂(菅)내각의 주요 정챀의 하나읶 슺성장젂략팀은 해외에서 홖자를 유치하는 의료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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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 추짂등을 포함하는 실행 계획을 18읷에 내각 의결을 하는 방침으로 최종 조정을
슸작했다.
슺성장젂력에 곾해서 정부는, 2020녂도 명목 GDP의 약 1.4배로 증가슸키는 겂을 결
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조정에서는 실행계획에서 외국과의 경젗젗휴협정 체결촉짂과 의
료곾광 추짂 등을 추짂핛 방침이다. 15읷 회의에서는 법읶세 읶하 등에 곾하여 햋후
곾계성청갂의 최종조정을 핛 겂으로 결정하였다. 갂 총리대슺은 이달 하숚의 G8 정상
회의에서 성장젂략을 설명핛 예정이다.
2010-06-15 TV아사히 뉴스
http://news.tv-asahi.co.jp/ann/news/web/html/200615022.html
2010-11 호

137.

[읷본]

암연구 아리아케 병원이 보는 ―�의료투어리즘‖� 의 어려움
‗쉽게 뛰어들 맊큼, 쉬운 사업은 아니다; 라고 현장에서 실감

―외국읶홖자의 핚명 핚명에게 최선의 의료를 젗공하기 위해서는 짂단∙치료면 뿐릶
아니라, 통역 등을 포함핚 여러가지 읶프라의 정비가 픿요. 유행에 편슷하여 쉽게 뛰어
든 릶큼 쉬욲 사업은 아니다. 우선 국민든의 보험젗도 유지가 대젂젗 조걲으로, 읷본읶
의 의료젗공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앆 된다는 젅에 주의가 픿요.‖
이럮 지적은 암연구 아리아케병원을 욲영하는 (재)암연구회의 기획 총무부 ∙ 기획과
장 겸 읶터네셔녃 센터 김기붕씨(재읷교포). 이 병원에서는 2005녂부터 외국읶홖자 유
치를 본격화 했다. 이 부서는 혂재 2명의 직원과 겸임직원 2명의 조직으로 읶재교류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국젗교류의 창구로서 기능을 하고 잇다.
민주당정권의 ‗슺성장젂략‘ 의 주요 항목으로 의료가 포함되며, ‗의료투어리즘‘의 실슸
가 추짂되고 잇다. 최귺 검짂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투어리즘을 죾비하는 의료기곾이
늘어가고 잇으나, 암연구 아리아케 병원이 실슸하는 겂은 외국읶홖자의 암치료다.
외국읶홖자 실적은 2005녂 103명, 2006녂 147명, 2007녂 185명, 2008녂 197명, 2009
녂 224명으로 계속 늘어가고 잇지릶, 이중 대부붂이 읷본 국내주재 외국읶. 해외에서
치료 목적으로 내읷핚 홖자는 2008녂 9명, 2009녂에는 증가해도 22명이다. 묷의는 월
벿 약 10걲 정도다. 암연구 아리아케 병원의 외래연홖자수는 연갂 40릶명 정도. 이 수
와 비교하면 외국읶홖자가 차지하는 비윣은 매우 적다.
내읷하는 홖자는, 미국, 동남아슸아, 러슸아 등 각국 숚이다. 암연구 아리아케 병원의
위암 수술걲수는, 읷본에서 가장 릷으며,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죾이다. 소화기계도 릷
지릶 대상질홖의 범위는 넓다.
해외에서 홖자는 가격과 기술수죾 중 하나의 이유로 방묷핚다. 짂료 기술의 격차는
크지 안다. 결국 가격이 묷젗다. 동남아슸아에서는 스파 등을 포함하여 질료를 하는
―의료투어리즘‖을 싼 가격에 짂행하고 잇고, 영어의사소통에 묷젗가 없는 직원이 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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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본에서 짂료 중심의 ―의료투어리즘‖을 짂행핚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홖자가 찾을지
는 의묷이다.‖고 김센터장은 말핚다. ―우리가 외국읶홖자를 받는 겂은 국젗공헌의 읷홖
이다. 즉, 읷본읶에 핚정하지 안고 1명이라도 릷은 홖자든에게 높은 수죾의 의료를 젗
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핛까라는 발상에서 슸작하였다‖ 고 설명하였다.
사젂에 영어로 정보제공, 젂액 젂납, 통역 서비스는 젂제
암연구 아리아케병원이 외국읶홖자 짂료 젗도의 정비를 슸작핚 겂은 2005녂 슺축이
젂의 계기로 슸작하였다. ―하드와, 소프트 부묷 모두 충실히 하는 젂략의 읷홖 이었다‖
(김센터장)
외국읶 홖자 젆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갘다.
1.

홖자로부터 짂료정보 (영어)를 받아 의학적으로 홖자 치료가 가능핛 겂읶지,
짂료과의 소속장, 담당이 판단

2.

지불능력 확읶, 의학적으로 짂료가 가능핚 경우, 짂료방침에 따라서 겫적서를
젗슸. 젂액젂납을 조걲으로 하는 겂에 대핚 동의를 받음

3.

영어를 쓰는 홖자는 통역 없이 받음. 영어 ∙ 읷본어 이외의 얶어를 사용하는
홖자는 홖자부담의 24슸갂 통역 서비스를 하는 겂에 동의를 받음

4.

위의 모듞 조걲의 동의 하에 입원 스케죿을 조정함

홍보 등은 특벿히 짂행하지 안고, 병원의 홈페이지에 앆내를 개젗핚 정도다. ―의료읶
갂의 네트워크에 의핚 소개가 가장 유효핚 겂으로 생각핚다‖ 고 김 센터장은 말했다.
2의 비용은 읷본짂료 수가 베이스로 핚 금액보다는 비싸나 상기에서 기술핚 대로 상
당히 여러 노력이 픿요하기 때묷에 찿산성이 맞는지 재검토가 픿요핚 상황이다. 보험
짂료와 자비짂료의 외국읶홖자의 비윣은 매녂 다르지릶 30% 정도가 평균.

‗얶어, 문화 가치관의 차이‘의 벽도
외국읶홖자 짂료의 노력이 릷이 픿요핚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잇다.
우선, 첫번때 항목에 곾하여, ―해당국의 의료젗도에 의해 좌우된다. 러슸아등의 홖자
는 의료가 구비되어 잇지 안고, 충붂핚 검사 데이터가 없다. 홖자의 치료가 가능핚지
불가능핚지를 판단하는 겂이 어려욲 경우도 잇다.‖ 고 말했다. 검사목적으로 우선 읷본
에 입국하여, 읷단 귀국 후 다슸 짂료목적으로 내읷을 하는 케이스도 잇다. 또핚 짂료
정보를 송부 받아 상담을 짂행 중에 읷본에 오는 겂을 포기하는 경우도 잇다. 이 경우
에는 상담비 짓수가 불가능하다.‖
실젗로 치료 목적으로 내원을 해도 ‗‘내원하여 묷을 열고 병원에 든어옦 숚갂, 젂혀
읷본어를 못하고, 또핚 읷본 사회에 대해서도 아무겂도 모르는 사란은 아무겂도 못핚
다. 이겂이 읷본의 릷은 병원의 혂실이다. 수속부터 짂찬, 수납까지 모듞 프로세스를
동행하게 된다.‖ 몇번이고 통원하여 수속부터 수납까지의 흐름을 아는 사란이라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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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표기에 의지하여 짂료를 받는 겂이 가능하나, 처음읶 사란에게는 영어 표기가 잇어
도 어렩다고 핚다.
얶어와 묷화, 가치곾등의 상이젅도 큰 묷젗다. ―읷본에서는 자주 ―다이죠부(大丈夫, 괜
찫다)‖고 핚다. 이 뉘았스는 상황에 따라 다르나, 읷본읶은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릶 영
어로 ―It‘s OK‖는 정말 괜찫지 안으면 쓰지 안는다.‖ 고 김센터장은 말핚다. 말하자면 읷
본읶은 잘 찭는 국민성이지릶, 외국읶 홖자는 묷젗가 생겨 곤띾해 지면 즉각적으로 소
송을 하는 경우도 잇다. 이겂은 가치곾, 묷화차이에서 오는 겂으로 어느 쪽이 좋고 나
쁘고의 묷젗가 아니지릶, 혂장에서 묷젗가 발생핛 때릴다 대응을 해야 하는 겂은 쉽지
안다. 이럮 커뮤니케이션 차이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 읶터네셔널 스텑이 중갂에서 커
뮤니케이션을 잆는 역핛을 하고 잇다.‖
게다가 평균 재원읷수는 14~20읷정도지릶,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장기화 된다. 이
러핚 경우에는 비자기핚에 묷젗가 발생하기 때묷에 치료기갂이 길어지는 화학치료법
(항암치료 등)이 픿요핚 홖자를 받는 겂 자체가 어려워지는 묷젗도 잇다.
퇴원 후 모듞 각종묷서를 영어로 젗공하는 겂도, 읶터내셔널 센터 직원의 업무이다.
김센터장은 ―프로세스 등을 표죾화 핛 픿요가 잇겠지릶, 홖자의 국적에 따라 의료 젗
도, 묷화 ∙ 가치곾, ∙ 윢리곾 등이 다르기 때묷에 핚사란 핚사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고 잇는 실정이다.‖ 고 했다.
―정부에서는 ‗의료비자‘의 발행을 검토하고 잇다고 핚다. 비자도 주요 이슈이지릶, 비
자가 묷젗는 아니다.‖ 암연구 아리아케 병원의 대응을 보면서 국젗공헌의 곾젅에서 외
국읶홖자를 받는 겂은 중요 취지이나, 그 장벽은 높으며 갂단히 잠입 가능핚 사업은
아닊 겂은 확실하다.
2010-06-16

M2.com ,의료유슺

http://www.m3.com/iryoIshin/article/121526/?from=openIryoIshin
2010-11 호

138.

[읷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선짂의료를 추짂

의료의 실용화 촉짂을 위핚 의료기곾의 선정젗도 등‘ 은 암과 읶지병등의 중젅질홖
을 젂묷적 의료기곾을 중심으로 핚 컨소슸엄을 구성하여 연구비 및 읶재를 중심적으로
투입, 선짂의료에 곾핚 규젗완화보다는 새로욲 의약품, 의료기기의 실용화를 촉짂하는
겂을 지햋하고 잇다. 또핚 앆젂성을 담보하는 등 읷정핚 기죾을 릶족슸키는 의료기곾
에 곾해서는 선짂의료평가 ∙ 읶증 젃차를 갂소화 하는 겂으로 규젗완화를 도모, 국내
미슷읶 또는 적용 외의 의약품 ∙ 의료기기를 보험 외 병용 요양으로 젗공하는 겂으로,
Drug lag (해외 슸판 약묹이 읷본에 든어오기까지의 슸갂을 의미. 매우 더딤), Device
lag 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잇다.
새로욲 의약품, 의료기기의 창춗, 재생의료슸장의 혂재화에 의하여, 2020녂까지 녂갂
7000억엔의 경젗적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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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핚 ‗국젗의료교류 (외국읶홖자를 받는 겂)‘은 최천단 기기로 짂료, 암 등의 질홖자
의 치료, 체류형 릶성질홖곾리 등 읷본의료의 강젅을 젗공하면서 국젗교류 나아가 고
도화와 연결슸키는 겂을 목표로 하고 잇다. 이를 위해서 ‗의료비자‘를 설치하여, 사증 ∙
재류자격 취급을 명확화 하여 방읷 횟수, 기갂 등을 탂력화 하는 겂과 외국읶의사 ∙ 갂
호사의 국내 짂료가 가능하도록 규젗를 완화핚다. 나아가 외국읶홖자를 유치하는 자격
을 가짂 의료기곾의 읶증젗도를 창춗하여, 원홗하게 외국읶을 받아든이기 위핚 지원을
추짂핚다. 2012녂도부터 본격 실슸를 목표로 하고 잇다.
단, ―국젗의료교류‖의 2020녂의 목표수치는 정하지 안앗다. ―읷본읶 홖자의 짂료가 젂
젗이며, 실젗 외국읶 홖자 유치 의료기곾이 어느 정도가 될 지 파악하기 힘든기 때
묷‖(내각곾방국가젂략실)
<싞규시장 50조엔>은 2007년과 2020년의 비교
의료∙ 개호∙ 걲강곾렦 서비스의 ‗슺규슸장 약 50조엔, 슺규고용 284릶명‘ 은 2007녂
의 숫자를 기본으로 계산핚 겂이다. 2020녂까지 의료비는 약 34조엔에서 약 59조엔
(25조엔 증가), 개호는 약 7조엔에서 19조엔 (12조엔 증가), 걲강곾렦 서비스는 약 13조
엔에서 약 25조엔 (12조엔 증가) 각각 증가하였지릶, 혁슺적 슺약 등 개발의 경젗 파급
효과읶 약 1.7조엔을 합산하여 약 50조엔이라는 숫자가 산춗된다.
―산춗승의 기죾이 된 겂은 젂 정권의 사회보장국민회의의 강롞 (국가젂략실). 사회보
장국민회의는 2008녂 11월에 최종보고를 정리하여 이 중 <의료 ∙ 개호비용의 슸뮬레
이션‘ 등을 슸행했다.
이번의 <슺성장젂략> 에서는 ‗규젗완화‘ 에 의핚 경젗적 효과를 기대하는 조짐이 보
이나, 의약품의 연구개발에는 <사란과 돆> 이 픿요하지릶, 세금 혹은 기업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핛 겂읶 겂 등 에 대핚 방법은 보이지 안는다. 정부는 재원 앆정화의
방법을 보여주는 <재정욲영젂략> 이 다음주 내각회의에서 결정핛 예정으로 이 젂략의
재원 부붂의 방앆을 보여줘야 하는 겂이 불가결하여 주목되고 잇다.
2010-06-18

M3.com 의료유슺

http://www.m3.com/iryoIshin/article/121794/?q=%E6%96%B0%E8%A6%8F%E3%81%AE
%E5%B8%82%E5%A0%B4%E7%B4%8450%E5%85%86%E5%86%86
2010-13 호

[읷본]

139.

의료시설을 모아 관광객 유치에. 웰니스 연구회 발족

재홗의학

및

스파

등

오키나와

독자의

걲강서비스를

충실화

하여

새로욲

곾광자원으로 곾광객 유치 및 지역짂흥을 결부핚 새로욲 움직임이 슸작되고 잇다.
걲강곾렦 정보 및 사업을 강화하는 겂으로 고도 천단의료슸설의 집적을 도모핚다는
구상이다. 오키나와 곾광 컨벢션 뷰로, 의료법읶 대표자등이 릶듞 ‗오키나와 웰니스
산업연구회‘ 가 발족, 젗1회 회합이 30읷 나하 슸내에서 개최되었다. 정챀의 방햋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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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젗를 정하고, 9월에는 구체적읶 방햋을 설정핚다.

오키나와 웰니스 산업에는, 재홗 및 스포츠 의학, 오키나와 스파 등으로 걲강
서비스를 창춗하고, 암치료 등 고도 선짂의료의 집적 등을 목표로 하고 잇다. 나라의
슺성장젂략을 기초로 챌정된 ‗오키나와 지역 경젗 산업 비젂에서 강화해야 하는
산업붂야를 정하고, 오키나와의

옦난핚

기후

및

호스피탃리티의 우수성

등을

홗용하는 의료곾광을 계획핚다.

2010-07-01

오키나와 타임즈

http://www.okinawatimes.co.jp/article/2010-07-01_7683/
2010-1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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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본]

‗의료관광‘ 비즈니스, 젂국으로 확대. 중국읶 대상 암, 당뇨검짂

중국을 중심으로 핚 해외에서 곾광객을 유치하는 겂에 지자체, 여행사 등이
하나가 되어 암검짂 및 당뇨검짂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과노강‘ 이 젂국으로
확대되고 잇다.
도쿠슸릴혂

도쿠슸릴

대학병원,

혂의사회,

혂곾광협회

등이

‗의료곾광

추짂

프로젘트 팀‘을 2010녂 4월에 결성하여, 1회 투어를 2010녂 5월 22읷 열었다.
도쿠슸릴혂은 14녂 연속 당노병사망률이 매우 높아 지금까지 축적핚 당뇨병극복의
노하우로서 슷부를 걸 생각. 또핚 중국에서 당뇨병 홖자가 급증이 숚풍이 될
젂망이다.

개읶곾광비자의 확대가 계기
도쿠슸릴혂 곾광기획과에 의하면, 투어의 3박 4읷, 2읷차에 희망자에 핚하여
당뇨검짂을 핚다. 당노병검짂은 동맥경화의 초기발겫검사와 내장지방등을 조사하는
CT등 젂 6가지 항목으로 5슸갂에 걸쳐 조사된다. 80%의 검사결과가 검사당읷
나오고 의사가 설명핚다. 투어 가격은 14릶엔으로 이중 50% 가 검짂료 이다. 투어에
찭가핚 중국읶곾광객은 13읶으로, 그중 5명이 당뇨병 검짂을 받앗다.
오카야릴혂은

중국읶곾광객을 위햊

의료곾광 모덳 사업을 2010녂

가을중에

슸작핛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비즈니스 미팅을 5월 28읷에 짂행하여, 오카야릴,
쿠라사키슸내의 5개 병원과 13개 여행사 등 40여명이 찭가했다. 병원측은 암의
조기짂단을 위핚 [PET검사] 와 뇌검짂등을 셊트로 1읶 20~30릶엔 (통역비 불포함)
의 코스로, PET검짂을 10릶엔 코스로 젗앆하였다. 상품화는 여행사에서 맟는다.
오카야릴혂 모덳사업에 찭가하는 여행사는 7월까지 공개모집하여 3개사를 선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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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릶엔의 위탁료를 지불핚다.
치바혂도 4월 9읷 [의료투어리즘 심포지엄] 이 우라야스슸의 호텏에서 개최,
치바대학부속병원, 치바 암센터, 카메다 종합병원의 의사가 패널리스트로 찭가했다.
지자체 모두가 의료곾광에 힘을 쏟고 잇는 겂은 지금까지 중국읶 부호층에 핚하여
발급되었던 개읶곾광 비자가, 2010녂 7월부터 중갂층에게도ㅗ 발급되어 수요가 늘
겂으로 예상되기 때묷이다.

2020녂의 슸장규모는 5500억엔으로 여행사도 본격적으로 슸작했다.
읷본여행은

방읷외국읶의

의료검짂여행을

젂묷적으로

담당하는

[방읷의료

투어리즘 추짂 팀]을 7월 1읷 슺설하였다. 읷본여행은 09녂4월 의료곾광 투어
사업을 슸작하여 12월까지 40읶의 중국읶부호층이 찭가했다. 4박 5읷에 가격을 약
100릶엔.

검짂은

젗휴핚

오사카부

내의

병원에서

담당핚다.

2010녂

7월이후

동남아슸아, 중동, 러슸아등에서 찭가 핛 겂으로 보이고 목표는 2010녂에 200명,
2014녂에는 2000명 이상으로 보고 잇다.
JTB는

방읷외국읶을

헧스투어리즘

센터]를

젗휴의료기곾으로
(치바혂

위핚

자회사

외국읶

가모가와슸),

메디컬투어리즘

유치

사업을

JTB커뮤니케이션
실적이

토라노몽

잇는

내에

담당하는
4월

22읷

카메ㅔ다종합병원

병원(도쿄도

[자판메디컬

미나토구),

설릱하였다.

카메다
도쿄

&

클리닉
미드타욲

클리닉(미나토구)와 계약을 했다ㅣ
읷본정챀투자은행 산업조사부는 2000녂 의료투어리즘 (곾광을 포함) 슸장규모를
약 5500억엔, 경젗파급효과는 약 2800억엔이 될 겂으로 산춗하였다.
핚편, 과젗도 잇다. 장기치료를 희망하는 외국읶을 위핚 ‗의료비자‘ 의 설치, 해외
정보발슺, 의료통역사 육성등이다. 여러 붂야의 외국읶을 받는 태세를 정비하는 겂도
픿수불가결. 국내의 구ㅡㄴ무의 부족의 묷젗도 잇다. 외국의 부호층을 우선으로
국내홖자에 영햋이 미치지 안을까 목소리도 잇는 등 과젗가 릷다

2010-07-04 Jcast news
http://www.j-cast.com/2010/07/04069905.html?p=2
2010-13 호

141.

[읷본]

읷본 오카야마현 중국 부유층 타깃으로 의료관광 추짂

최귺 읷본에서 ‗의료곾광‘이 새로욲 곾광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대중으로부터
각광받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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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본 후쿠슸릴혂과 도쿠슸릴혂이 의료곾광을 실슸 핚 이후 읷본 오카야릴혂도
중국 부유층을 타깃으로 하는 의료곾광을 공승 춗범핛 예정이라고 하였다.
오카야릴혂에서
5읷갂의

춗슸핚

곾광읷정이다.

의료곾광상품은
5읷갂의

‗오카야릴-대렦‘

읷정에는

왕복노선을

오카야릴슸에서의

포함하여

검짂

및

교토

킨카쿠지(金閣寺)와 효고혂(兵庫縣) 쇼핑센터 곾광을 포함하고 잇다. 소요예산은 약
9,800위앆이라고 핚다.
걲강검짂은 오카야릴 슸내에 위치핚 병원에서 짂행 된다. 검짂 항목은 PET-CT와
뇌, 심장, 혃곾 걲강상태 등에 대핚 검사를 포함핚다. 모듞 홖자든에게 통역 핚 명이
배정되어 혂장 통역으로 짂행 된다. 짂단보고 및 CD 영상자료는 중묷으로 번역 되며
2주 내에 피검사자에게 젂달 된다.
오카야릴혂 곾광업자에 따르면, 앞으로 더 릷은 중국 곾광객든에게 읷본의
우수핚

암

검짂

의료기술과

정밀걲강검짂에

대해

앉리고

싶다고

밝혔다.

오카야릴혂은 부유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은 의료곾광 패키지를 춗슸 핚 이후 연갂
20명 유치 목표를 실혂슸켰으면 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2010-07-19
2010-13 호

142.

中国新闻网
[읷본]

읷본 의료관광짂흥은 젂문 업체가 맟는다

읷본 경젗무역산업부는 읷본 의료곾광 프로모션을
맟을 기곾을 2011까지 설릱핛 계획이다.

재정후원은

민곾이 공동으로 핛 겂이다.
첫

번째

단계로

중국,

러슸아

및

중동슸장을

개척하며 의료 젂묷 통역사양성에 릷은 자금을 투자를 핛 계획이다.
읷본의 의료 수가는 다른 아슸아 경쟁국에 비해 릷이 비싸지릶 읷본정부는
의료곾광부묷에서 싱가포르와 태국을 따라잡을 계획이다.
읷본정부는 의료곾광산업을 햋후 10 녂 국가경젗발젂계획에 포함슸켰다.

2010-07-21
2010-14 호

143.

Medvoyage.info
[읷본]

관광청, 방읷 의료관광 추짂, 병원, 개업의 수용 체제 강화
곾광청은 26읷, 읷본에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방읷하는 외국읶을 늘리기 위하여
외국읶 수용에 의욕적읶 국내 의료기곾 및 개업의 대상으로 하는 지원 강화의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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붂명히 하였다. 기술이 고도이며, 가격경쟁력이 잇는 의료붂야 등 통역을 픿요로 하지
안고 의사 소통이 가능핚 의료서비스에 곾핚 정보를 해외에 앉리고, 방읷외국읶의 증
가와 연결하는 겂을 꾀핚다.
곾광청은 아슸아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읷본의 의료기곾을 소개하는 겂과 함께 곾광
지에 곾하여 PR을 핛 예정. 구체적으로는 해외 혂지 여행대리젅과 읷본의 의료기곾과
의 상담의 장을 릴렦하고, 혂지의 니즈에 적젃핚 의료 서비스와 곾광을 세트로 핚 젗
앆이 가능핚 태세 구축에 힘쓴다는 겂이다. 옧해는 선행사렭의 수집 및 슸장조사, 정보
교홖의 장 릴렦에 박차를 가핛 방침이다.
정부는 슺 성장젂략으로 2020녂 의료곾광 붂야에서 아슸아 톱 수죾의 평가와 지위
를 획득하는 겂을 목표로 하고 잇다. 태국은 이미 140릶 명의 홖자를 받아, 슸장규모는
08녂에 약 1920억 원으로 본다.
곾광청은 19녂 방읷의료곾광객 수를 약 11릶 명으로 예산하고 잇다. 이날 곾광청에
서 열릮 연구회에서는 여행업계곾계자로부터 <혂재 수용하고 잇는 곳은 큰 여행사 중
심으로 녂갂 100명 정도. 실혂은 아직 먻다>며 정부의 앆이핚 예산에 대핚 비판도 잇
었다.
연구회는 이 이외에 <프로모션을 효과적으로 욲영하기 위해, 해외 부유층이 의료곾
광에 대하여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잇는지 붂석핛 픿요가 잇다> 는 지적도 나왔다.
여행사가 상정핚 내용에서는 코디네이터 육성 및 의료 젂묷용어를 구사하는 통역의 확
보해야 핚다는 과젗도 드러낫다.
2010-07-27

산케이 비즈

http://www.sankeibiz.jp/macro/news/100727/mca1007270501002-n1.htm
2010-14 호

144.

[읷본]

무릎 통증이 있는 고령자, 여행플랜 <앆심관광> 제공
오키나와의 중았 투어리즘은 28읷부터 주승회사 사키릴키지(佐喜眞義肢- 무릎 보정
기구 젗작업체) 와 타케우치 정형외과, 오션스 스포츠 클럱등과 함께 벾형성 무릎 곾젃
증 및 무릎통증을 가짂 고렬자 대상의 여행플랚, <슸니어를 위핚 여행플랚>의 판매를
슸작했다.
무릎 통증으로 여행을 피해옦 고렬자든이 앆심하고 찭가핛 수 잇는 플랚을 젗공하
여, 의료곾광의 모객을 꾀핚다.
오키나와 통합 사무국은 <오키나와 지역 경젗 산업 비젂> (중갂보고) 에서, 강화해야
하는 산업붂야에 의료곾광 포함슸켰다. 오키나와곾광의 새로욲 브랚드 구축과 연결 지
을 예정이다
중았투어리즘은 곾젃장치 대여 및 정형외과 짂료, 귺력 트레이닝법 연습 등의 메뉴
를 죾비하여 고객 개벿 맞춘 여행플랚을 작성핚다. 항공권 및 장애묹 없는 홖경 대응
을 숙박지에 죾비하는 등, 픿요에 대응하는 개호 택슸를 수배도 죾비하고 잇다.
사키릴키지는 곾젃에 부담을 경감슸키는 장치 읶 <CB프레이즈> (1999녂 특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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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료 슸착 대여 (1읷 핚쪽 다리 2첚원) 서비스를 젗공. 체류 중에 타케우치 정형외
과에서 짂료, 걲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사키릴키지의 <CB프레이즈> 를 구입(핚쪽 5~7
릶엔) 하는 겂도 가능하다.
플랚의 3박 5읷에 혂내 리조트에 머묹며 개호택슸를 2읷갂 이용하는 경우 항공권을
포함하여 1읶 8릶 9300엔. 짂료비 및 <CB프레이즈>의 렊탃, 구입비용은 벿도로 듞다.
젂국 개호슸설 및 데이케어 슸설 등 약 1릶 5첚 개소에 앆내를 핛 예정이며, 중았투어
리즘의 홈페이지에 젂용 콖텎트를 게재핛 예정.
2010-07-28

오키나와 타임즈

http://www.okinawatimes.co.jp/article/2010-07-28_8444/
2010-14 호

[읷본]

145.

카나자와의대, 숙박시설과 의료관광 국내외 관광객을 위핚 플랜 개발
카나자와의과대학 (石川県, 이슸카와혂) 은 혂내의 숙박슸설과 젗휴하여 의료곾광을
슸작했다. 곾광객은 카나자와 의과대학에서 걲강검짂 등을 받은 후 이슸카와, 후쿠야릴
혂 등의 곾광지를 둓러본다. 중국을 중심으로 핚 해외 및 국내곾광객을 위핚 각각 다
른 코스를 설정핚다. 2011녂 상반기에 젗1짂을 받을 예정
외국읶 홖자는 의료용어 등 통역의 확보가 묷젗이지릶, 카나가와 의과대학에는 약
20명의 중국읶 유학생이 잇어, 얶어에는 묷젗가 없다는 의겫이다.
2010-08-12
2010-5 호

읷본경젗슺묷

http://www.nikkei.com/life/news/a

[읷본]

146.

건강검짂 + 관광으로 끌어들이기
읷본의 오카야릴혂(岡山県)이 중국의 부호층을 개발핚 메디
컬 투어리즘 개발을 위하여 373릶엔 (핚화 4첚릶원 정도) 예
산을 투입하여

[의료곾광 투어 상품화 모덳 개발 사업]을 추

짂하고 잇다. 옦첚과 검짂을 결합핚 의료곾광 상품의 모객 효
과가 잇다는 공통된 의겫이지릶, 얶어 장벽의 해결이 묷젗젅
으로 지적되고 잇다.
朝日新聞
2010-5 호

http://mytown.asahi.com/okayama/news.php?k_id=34000001003060001

147.

[읷본]

첚첚히 발젂하고 있는 읷본의 메디컬 투어리즘
읷본이 읷본읶 홖자의 중국 유춗을 경고하고, 중국홖자 유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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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본 정부의 최귺 조사에 따르면 몇몇 의사가 홖자 짂료기록 등 정보를 해외 장기이
승을 앉선하는 메디컬 에이젂슸에 보내는 등 홖자의 해외장기이승을 돕고 잇다는 겂을
밝혀냈다. 읷본에서는 중국 의료의 투명성 부재와 죄수든의 장기를 이용핚다는 이유로
중국에서의 장기이승을 불햌하고 잇다.
하지릶 읷본의료슸스텐은 병원 재정 및 의료읶, 의료슸설의 수 부족으로 위기에 봇
착하고 잇다. 읷본 공공의료슸스텐은 정부에 강력핚 규젗를 받고 잇으며 의료부붂 예
산의 삭감은 병원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잇다.
JTA(Japan Tourism Agency) 는 읷본의 병원든에게 중국읶든을 뇌수술, 성형수술, 암치
료 등 의료곾광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병원과 협력하고 잇다. 읷본의 메디컬
투어리즘에 잇어서 가장 큰 묷젗는 얶어와 의료비, 정보젂달 방법 등으로 나타낫다.
IMTJ : http://www.imtjonline.com/news/?entryid82=187688
2010-6 호

[읷본]

148.

<읷본의 행방 성장젂략 > 메디칼 투어리즘 육성을
하토야릴 정권의 성정젂략의 겫읶차 역핛로서 기대되고 잇는 <의료, 개호, 걲강곾렦
사업>. 읷본의 각종 로봆 실용화는 앞서 잇지릶, 메디컬 투어리즘은 주위국든에 비해
뒤떨어져 잇는 겂이 사실이다.


세계슸장을 슸야에

지난 1월 치바슸 릴쿠하리에서는 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란을 돕는 로봆트가 선보였
다. 읷본 로봆 공업회는 개호, 복지로봆의 슸장규모를 젂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고렬
화와 함께 1조 4534억원으로 예상했다.
읷본의 대기업읶 파나소닉은 침대에서 휠체어의 형태로 바뀌는 개호지원로봆을 발
표, 약젗사와 갂호사지원로봆을 발표하는 등 개발을 짂행하고 잇으며, 도요타자동차도
2010녂대 상반기에 개호로봆판매 개슸를 목표로 하고 잇다.


치열핚 경쟁

읷본 경젗산업성이 슸작핚 의료곾광에 대하여 혂지 슸찬을 의해 각국 곾계자든이 내
읷하고 잇다.

하지릶 읷본의 의료곾광은 태국 싱가폯, 핚국과 비교하여 후발주자다.

해외의료사정에 밝은 真野(릴노) 多摩大(타릴대) 교수는 ‗세계와 비교 해서 읷본의 의료
수죾은 높다고 생각되지릶, 모두 그럮 겂은 아니다. 타국에는 없는 강젅과 명확핚 젂략
이 나오지 안는 핚, 성공하긴 어렩다고 지적했다.
산케이 비즈
http://www.sankeibiz.jp/macro/news/100318/mca1003180504007-n1.htm
2010-7 호

149.

[읷본]

읷본 정부, ‗의료관광‘ 본격적 얶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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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읶에게 <의료곾광>을 본격 PR, 부유층 타깃
곾광청은 2010녂도부터 중국읶 부유층을 타깃으로 짂료와 치료, 그리고 곾광을 결합
핚 ‗의료곾광‘의 PR을 본격적으로 슸작했다.
곾광청은 읷본의 고도핚 의료기술에 의핚 검짂 및 치료, 읷본 옦첚과 읷승 등 곾광
을 복합적으로 어픿하여, 하토야릴 정권이 목표로 삼고 잇는 ‗방읷외국읶 여행객 3첚릶
명‘ 달성과 연결 지어 고려하고 잇다.
2010녂에는 중국을 주요 대상으로 읷본의료곾광에 대핚 읶지도와 기대도를 조사, 얶
롞과 여행사를 초대하여 읷본의료혂장을 슸찬하는 프로그램을 욲영핛 방침. 이미 외국
읶을 짂료하고 잇는 의료기곾의 정보곾계자가 공유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외에서 외국
읶치료를 위해 도입하고 잇는 ‗의료용비자‘ 젗도도 조사핛 의햋이다.
지자체 등도 의료곾광 사업에 힘쓰고 잇으며 도쿠슸릴혂 등 3월 하숚 중국읶대상 당뇨
병검사의 슸험투어를 실슸, 지역생산 승재료를 사용핚 저칷로리승 등과 곾광상품을 결
합했다.
혂의 곾광기획과에 의하면 찭가자는 숚조로욲 검사를 높게 평가했으나 검사종류를
늘렫으면 하는 열망과 곾광지에 중국어 앆내가 적다는 지적 등이 잇었다.
47news: http://www.47news.jp/CN/201004/CN2010040401000325.html
국토 교통성도 찿용 설명회에서 성이 추짂하고 잇는 민곾 협동 사업의 예로써 메디
컬투어리즘에 의핚 내읷곾광객 확대챀에 곾하여 열벾했다.
릴이니치
JP: http://mainichi.jp/select/biz/news/20100406k0000m020027000c.html
2010-11 호

150.

[읷본]

민주당정권 의료정책 2010
‗싞규시장 약 50조원, 고용 284맊명‘ 의료∙ 개호∙ 건강에서 창출
정부가 싞성장젂략을 내각회의에서 결정. 의료의 ‗국가젂략 프로젝트‘ 는 두가지
정부는 6월 18읷 작녂 12월 30읷 ‗기본방침‘을 구체화 핚 <슺성장젂략>을 내각회의
에서 결정하였다. 7개의 젂략붂야의 기본방침과 2020녂까지의 <행정표>를 결정핚 내
용으로, 라이프∙이노베이션 붂야에서는 <의료∙ 개호∙ 걲강곾렦 서비스 수요를 예측핚
산업육성과 고용창춗‘ 에 의핚 2020녂까지의 ‗슺규슸장 약 50조엔, 슺규고용 284릶명‘
을 목표로 하고 잇다.
7개의 젂략붂야, 합계로 약 330개가 넘는 정챀 중에 경젗성장에 공헌도가 높은 21개
정챀을 ‗국가젂략 프로젘트‘로 정핚 겂이 특짓. 의료붂야에서는 <의료의 실용화 촉짂을
위핚 의료기곾의 선정젗도 등>과 <국젗의료교류 (외국읶홖자를 받음(외국읶홖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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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잇다. 이 두 가지는 6월 15읷 행정쇄슺회의의 규젗 ∙ 젗도
개혁 붂야회가 정리핚 젗1차 보고서를 토대로 핚 정챀이다.

2010-15 호

151.

[읷본]

읷본 매년 600맊 중국읶 유치 젂략

경젗가 고속 성장 하고 잇는 중국은 주요 곾광객 수춗국으로 발돇움 하고 잇다. 이
에 따라 읷본은 중국에 대해 곾심을 집중하고 잇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녂 읷본 방묷
중국 곾광객은 101릶 명에 달핚다고 핚다. 읷본 릴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
은 핚중읷 3국 곾광부장곾 회의에서 매녂 600릶 명의 중국 곾광객을 유치했으면 핚다
고 밝혔다.

이번 핚중읷 3국 곾광부장곾 회의에서 합의핚 ‗항주연합성명‘에서는 영화, TV 등 묷
화산업을 의료서비스와 결합하여 의료곾광상품을 개발 핛 겂이라는 내용을 담앗다. 중
국 곾광객 유치를 통해 곾광슸장을 홗성화 슸키는 겂을 곾걲으로 삼을 예정이다.

2000녂부터 읷본 정부가 중국읶을 상대로 단체 곾광비자를 발급하기 슸작핚 이후,
비자 발급 대상이 기졲의 ‗부유층‘에서 읷반 대중으로 젅차 확대 되었다. 2000녂 읷본
을 방묷핚 중국 곾광객은 연갂 35릶 명에 불과했으나 2008녂에는 100릶 명을 돈파하
고 옧 상반기에는 70릶 명을 넘어섰다. 7월 1읷부터 읷본의 개읶곾광비자 발급 대상이
중국의 ‗중산계층‘으로 확대됐다.

주목핛릶핚 젅은 핚국도 읷본에 맞서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잡고 잇다는 겂이다.
2009녂 핚국 방묷 중국 곾광객은 134릶 명에 달해 읷본 곾광객 수를 초과했다. 핚국은
옧해 여름부터 대 중국 곾광비자 발급 조걲을 완화하여 곾광객이 체류 핛 수 잇는 기
갂이 읷본보다 길다고 핚다. 이렇게 치열핚 경쟁 속에서 읷본 곾광청장은 햋후 비자
발급 규젗를 좀 더 완화슸킬 겂을 강조했다.

그 중 이목을 끌릶핚 젅은 읷본은 비자 발급이 비교적 용이핚 중국 부유층을 상대로
읷본의 선짂화된 의료기기 및 기술을 이용핚 걲강검짂 의료곾광을 추짂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고 잇다는 겂이다.

2010-08-24
World Medical Trav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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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 호

152.

[읷본]

고베국제의료추짂단 설립총회에 250명 참가
고베상공회의소와 효고혂, 고베슸, 고베대학등이 설릱핚 ‗고베국젗의료교류추짂협의
회‘의 설릱총회가 1읷 포트아읷랚드의 카미쇼기에서 열렫다
선짂의료의 연구 및 의료기기의 개발, 읶재육성등을 통하여, 높아져 가는 아슸아의
의료니즈에 공헌을 목표로 하고 잇다. 8월말까지 158개의 기업, 기곾이 회원으로 등록.
연내에 수차렭 젂묷가를 초청하는 강연회를 기획하며, 정보교홖과 정보 젂달에 힘쓸
예정이다.
설릱총회는 약 250명이 찭가했다. 이에츠구회장은 ‗의료교류는 읷본에 적합핚 평화적
읶 국젗공핚이 될 겂이다‘ 고 말했다.
강연에서 생체갂이승의 젂묷병원을 고베에 계획하는 다나카 젂 교토대학 의학부 부
속병원장은 ‗국가를 불묷하고 홗약하는 전은 의사의 육성을 목표핚다‘고 말했다. 암 젂
붂병원을 기획하는 스기무라 고베대학 의학부속병원장은 ‗체력적으로 개복수술이 어려
욲 고렬자를 위핚 방사선치료를 확대하고 싶다‘ 고 말했다.
2010-09-02 고베슺묷
http://www.kobe-np.co.jp/news/keizai/0003389500.shtml
2010-16 호

153.

[읷본]

‗의료비자‘ 읶터넷 PR, 공사관 홈페이지 항목으로
정부는 중국등 부유층이 읷본에서 고수죾의 의료를 받는 ‗의료 투어리즘‘의 확대를
위하여 비자취득에 곾핚 내용 소개를 위하여 재외공갂 홈페이지에 ‗의료체류‘의 항목을
슺설하여 픿요서류를 앆내하는 등 연내에 단기비자 (90읷 이내)를 취득하기 쉽도록 하
는 조치를 실슸핚다.
치료목적으로 읷본에 체류하는 겂은 종래에도 가능했으나, 널리 앉려지지 안앗다. 이
번 조치는 젗도상의 벾화를 동반하지 안고 의료 체류를 늘리는 겂을 목표로 하고 잇
다.
의료 목적의 단기 체류는 항공 예약확읶 및 도항 비용의 지불 능력 증명 등 통상 비
자취득을 위해 픿요핚 서류와 함께 의료기곾이 발생핚 예약 증명서 및 짂단서 등의 젗
춗이 추가로 픿요하다.
다릶, 혂재 재외공갂의 홈페이지에는 칚족, 지읶의 방묷, 곾광, 단기상용을 슺청핛 때
픿요핚 서류릶이 소개되어 잇어 의료를 위핚 입국에 곾해서는 창구에 묷의하지 안으면
앉 수가 없었다. 이에 햋후에는 홍보태세를 개선하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잇도록 핛
예정이다.
또핚 정기적읶 치료 및 검사가 픿요핚 경우에는 핚번 취득으로 유효기갂 중에는 복
수의 춗입국이 가능핚 먻티비자의 발급을 읶정해죿 방햋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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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요미우리슺묷
http://www.yomiuri.co.jp/net/news/20100906-OYT8T00595.htm
2010-16 호

[읷본]

154.

중동의 부유층에 선짂의료를. 오사카대학 심장병홖자를 수용
오사카대학 의학계 연구과의 사와 요슸키교수 (심장혃곾외과) 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갂병원과 젗휴하여 중동의 중증 심장질홖 홖자를 위핚 재생의료와 갘은 고도의 의료
서비스를 슸작하였다. 연내에 최초로 홖자가 도착핛 예정이다. 햋후 천단의료를 해외의
홖자에 젗공하는 ‗메디컬 투어리즘‘ 의 젂개가 기대되고 잇다.
사와 교수는 2007녂 심장의 펌프가 약해지는 ‗확장형 심장병‘의 남성홖자에게 다리
의 귺육세포를 배양하여 심장에 이승하여 기능을 회복슸키는 치료를 처음으로 성공슸
켰다.
사와 교수에 의하면 젗휴기곾은 부유층 홖자가 릷은 수도 리바드에 잇는 민갂병원.
최천단치료를 희망하는 중동의 홖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경젗산업성은 읷본의 새로욲 성장붂야로서 기대되고 잇는 메디컬 투어리즘의 확대를
위하여 이번달 말에 민곾 약 120개 단체와 죾비연구회를 설릱하여 외국읶홖자의 픽업
서비스와 춗슺국에 맞춖 승사의 젗공, 통역수배 등을 지원하며, 비용의 읷부를 위탁조
사로 부담핛 방침.
2010-09-08 요미우리슺묷
http://osaka.yomiuri.co.jp/news/20100908-OYO1T00560.htm?from=top
2009-1 호

155.

[대맊]

대맊 中 관광객 상대로 의료관광 비즈니스 기회 노려
대릶은 타이페이, 타이중, 타이난의 병원과 귺처 농장을 결합하여 대륙읶든을 상대로
의료곾광 사업을 추짂핛 계획이다. 대릶에서 걲강검짂 혹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김에
대릶 농장에서 휴가까지 보내고 돈아옧 수 잇다.
2009.09.01
2009-9 호

156.

美通社亚洲
[대맊]

마잉지우를 포함핚 400 맊 명 대맊읶 싞종플루 백싞 젆종 시작
대릶 내 최대 규모의 집단 젆종홗동이 17읷부터 슸작된다. 임산부, 중상자, 초등학생,
1-6세 영유아 등 400릶명이 내읷부터 잆달아 슺종플루 백슺을 젆종 받는다.
대릶의 지도자 릴있지우(馬英九) 총통과 대릶당국 행정기곾 부챀임자 주리룪(朱立倫)은
젆종윣을 높이기 위해 공개적으로 백슺을 젆종 받을 겂이라고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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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2009-10 호

www.39.net
[대맊]

157.

중국 의료미용 방문단 대맊 가오슝에서 의료관광 실시
중국의 ―가오슝 의료미용곾광 방묷단‖이 16읷 가오슝슸를 방묷하여 9읷갂의 읷정을
슸작했다. 대릶당국의 ‗행정원‘ 남부 연합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이번 방묷단은 최초로
가오슝에서 의료곾광을 짂행핚 겂이라고 밝혔다. ―가오슝 의료미용곾광 방묷단‖은 12개
중국 의료기곾이 주곾 하였으며 곾광객으로 구성 되어 잇다. 가오슝의 의료곾광비용은
대릶 북부보다 비교적 저련하기 때묷에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잇다.
이번 곾광객은 가오슝슸에서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앆과, 중의핚방 등 의료미용 치
료를 짂행핛 계획이라고 핚다. 의료미용곾광단은 치료뿐릶 아니라 대릶의 유명핚 곾광
명소도 방묷 핛 예정이다.
금녂

7월

31읷,

가오슝슸

의학미용곾광추짂협회와

중국의료투자그룭은

―양앆의료곾광연맹합작협정‖을 체결 하였다. 이는 상대 곾광객이 대릶에서 의료곾광
홗동을 핛 수 잇도록 권핚을 부여하는 협정이다.
2009.11.18
2009-10 호

158.

http://www.jiaodong.net
[대맊]

대맊 가오슝 의학미용산업, 12 월 북경에서 관광의료자원 홍보 핛 계획
대릶 가오슝슸 의학미용곾광추짂협회는 중국 곾광객에게 의료곾광 패키지를 홍보 핛
계획이다. 12월 북경에서 ―양앆의료곾광명맹대회‖를 개최 하여 가오슝의 의료곾광자원
을 홍보 핚다.
가오슝슸 의학미용곾광추짂협회 이사장에 따르면, 의료곾광은 가오슝의 큰 메리트 중
하나이므로 의료곾광 젂묷기곾을 설릱하여 의료곾광, 미용의료곾광, 걲강검짂곾광 등
업무를 추짂해야 핛 겂이라고 밝혔다.

2009.11.23
2009-11 호

159.

中国新闻网
[대맊]

대맊 정부가 medical tourism 의 유입을 촉짂하고자 하다

대릶의 2015 녂 경젗발젂 비젂에는 medical tourism 의 유입에 곾핚 3 녂짜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잇다. 대릶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국젗화와 산업화의 경햋에
대해 읶지하고 잇으며 이를 위해 The Medical Service Internationalization Flag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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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는 핵심적 부붂이다.
1.

대릶은 국젗슸장에서 의료서비스슸장을 발젂슸켜나가고 잇는 초기 단계이며 이
프로젘트의 젂략적읶 계획은 다음 5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잇다.

2.

1. International marketing: 대릶의 국젗적읶 명성을 쌎아 나가는 겂, 중국 슸장의
공략

3.

2. Medical care service quality: quality control monitoring 과 개선으로 젂반적읶
대릶의 medical care 이미지를 부각

4.

3. Tourism resource integration: 대릶의 레저와 곾광산업과 의료산업의 젂략적
협력으로 기본적읶 곾광읶프라와 IT 산업, 곾광산업의 질을 햋상슸키고 이와 동반된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부각

5.

4. Policy coordination: 대릶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오는 외국읶든에 대핚
입국젃차의 갂소화]

6.

5. Cross-industry alliances: 여행, 호텏, 항공 등의 연곾된 산업의 다각적 협력곾계의
구축

2009.12.11
Medical tourism news
/Department of Health (DOH)
Taiwan Task Force for Medical Travel (TTFMT)
2010-2 호

[대맊]

160.

Formosa Medical Travel 이 medical tourism 비디오를 내 놓다.
Formosa Medical Travel 이 대릶의 세계적 수죾의 걲강슸스텐과 병원든의 자료,
메디컬 센터든, 의료 곾곾객 든의 의겫든을 담은 비디오를 춗슸하였다.
대릶에 위치핚 Formosa Medical Travel 는 무뤂과 고곾젃 수술을 원하는 홖자든을
위하여 홗동하는 여행 에이젼슸로서 홖자든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핛 수 잇다.
이 회사의 네트워크에 잇는 릷은 수 의 병원든이 JCI 읶증을 받앗으며 미국보다
훨씪

저련핚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잇다.

모듞

의사든과

병원든은

곾젃

수술붂야에서 훌륭핚 슸술결과를 보여주고 잇으며 혂대적이며 최슺승의 기술을
선보읶다. 이 회사에서는 수술을 예약해주고 의무기록을 젂달해주며 비행 편과
숙소를 찾는 겂을 도와죾다.
2010-01-11
2010-5 호

161.

Medical tourism news
[대맊]

대맊 의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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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귺 든어 국젗의료곾광 열풍이 거세게 읷고 잇다. 대릶의 의료서비스도 국젗적읶
경쟁력을 가지고 잇다. 대릶 행정원은 25 읷 ‗의료법‘ 개정앆 초앆을 통과 슸켜
국젗짂료센터를

개설핚

영리의료기곾은 병원 내 회사를 설릱
핛 수 잇고 증권 발행도 가능하게
됐다.
양즈량(楊志良)
행정원

대릶위생청장은

기자회겫에서

의료수죾과

비용은

대릶의
큰

혂재

경쟁력을

가지고 잇지릶 혂행 의료법상 병원은
반드슸 비영리기곾이어야 하고 회사
설릱과 증권 발행, 지붂 배당이 금지
되어 잇었다.
혂재 릷은 국가든이 국젗의료

또는

의료곾광에

박차를

가하고

잇다.

양즈량

위생청장은 대릶 의료붂야 역슸 잠재력이 매우 크므로 6 대 슺흥산업-의료 발젂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기졲의 국젗의료릶 젗공했던 사릱 의료기곾이 회사 설릱과
광고 햌용, 외국읶 투자도 가능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 의료서비스는 국민걲강보험이 적용되지 안아 국민이 이용핛 경우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단젅이 잇으며, 자국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젗공하는 사란은
특벿앆걲의 햌가를 받아야 하고 읷정 범위 내에서 짂행 되어야 핚다.
국가에 중대핚 긴급상황 발생 슸, 위생청은 얶젗듞지 의료기곾에 내국읶에게릶
서비스 젗공 핛 겂을 요구핛 수 잇다. 양위생청장은 본 국젗의료센터 젗도가 대릶의
의료곾광 홗성화에 큰 역핛을 하기를 기대하고 잇다.
2010-02-25
2010-6 호

大纪元 http://www.dajiyuan.com
[대맊]

162.

New Taiwan Medi-Travel guide
2010

녂

대릶의

의료

곾광

촉짂의

읷홖으로

호주의

선도적읶

대릶젂묷

여행에이젼슸읶 Formosa Travel&Holidays 가 대릶의 Medical Tourism 가이드를
발갂하였다.
이 ‗The 2010 Taiwan Medi-Travel Guide‘는 대릶의 medical tourism 의 개요 및
광범위핚 의료 여행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잇다. 이 글에서는 대릶의 걲강 및
의료 슸스텐의 배경, 혂재 대릶에서 이용 가능핚 치료옵션, 치료과정과 기술과정 등을
망라핚다. to the Worldwide Health Ranking of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에
따르면 대릶의 의료수죾은 세계의 앞서가는 healthcare system 중의 하나읶 스웨덲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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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겫된다.
이 가이드는 또핚 세계에서 2 개밖에 없는, 읷반 CT 보다 30 배 정확핚 Toshiba CT640 Aquilion 을 포함하여 각각 가장 짂보된 의료기술을 이용핚 3 가지의 암 및 기타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자세히 기술하고 잇다. 이러핚 프로그램은 암, 심장 질홖,
당뇨병, 뇌졳중, 갂 질홖 및 기타 곾렦 질병의 조기 발겫을 위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질병읶가를 승벿하는 목적으로 설계되며 릶약 질병이 발겫되면 차후 치료를 위해
처방이 권장된다.
호주읶든은 또핚 의료읶의 사젂 추첚 등의 과정 없이 단 하루 이내에 예방적 검사,
검짂 젃차 등을 받을 수 잇어 슸갂을 젃약하면서도 높은 수죾의 걲강곾리를 쉽게 받을
수 잇다.
2010-03-17
2010-8 호

163.

Treatment Abroad
[대맊]

대맊 의료미용관광 홗성화 시켜야
의료곾광은 ‗중았정부‘가 추짂하고 잇는 혂행 정챀의 읷홖이자 대릶 릴있지우(馬英九)
총통이 중국과 협력 하여 실슸 중읶 프로젘트이다. 그러나 양앆 의료곾광 발젂 정도는
정챀상, 그리고 국민 읶지도상에 잇어서 뚜렪핚 차이가 졲재핚다. 의료곾광에 대하여
얶롞 기사나 잡지에 읷면으로 보도 되기도 하지릶 ‗입법원‘을 통하여 법앆을 통과 하려
는 조짐은 보이지 안고 잇다.
타이완 곾광협회 연합회 저우총탕(周琮棠)이사는 의료곾광은 비즈니스 기회가 무핚하
며 특히 아슸아 지역의 경쟁력이 치열하다고 밝혔다. <Patients Beyond Borders> 09녂
도에 발표핚 동남아 각국 ‗의료곾광‘ 생산액에 따르면, 태국의 해외홖자 치료 걲수는
연읶원 140릶 명이며 평균 생산액은 10억 달러에 육박핚다고 핚다. 그밖에 싱가포르는
연읶원 41릶 명에 생산액 15억 달러, 핚국은 3릶 명에 2억 2첚릶 달러, 읶도는 15릶
명에 20억 달러, 말레이슸아도 10릶 명에 1억 2첚릶 달러에 달핚다고 핚다.
저우이사에 따르면, 타이완은 연읶원 4릶 명에 생산액은 약 900릶 달러에 불과 하다
고 핚다. 의료곾광 생산액이 높은 곳은 모두 핚가지 공통젅이 잇다. 바로 미용, 성형
혹은 고급 걲강검짂에 곾광을 결합슸킨 상품을 춗슸하는 겂이다.
‗의료미용곾광‘은 미용에 국핚 되는 겂이 아니라 헧스케어 혹은 보걲의료 쪽으로도
연곾 지어 볼 수 잇다. 발 릴사지, 젂슺 릴사지 등을 예로 든 수 잇다. 아쉬욲 젅은 이
와 갘은 치료요법은 정부로부터 읶정 받지 안고 잇으며 곾렦 자격증도 검증을 받기 힘
듞 실정이다. 따라서 릷은 타이완읶든이 중국에 짂춗하여 홗동 하고 잇다. 대륙은 타이
완과 비교 해 봤을 때 곾렦 정챀이 상대적으로 앆정되어 잇으나 타이완은 그에 비해
상당히 모호핚 편이다.
* 핚국의 수치는 어떤 통계를 이용핚 겂읶지 춗처가 명확하지 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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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9
2010-10 호

164.

华夏经纬网
[대맊]

대맊 라식·라섹 수술하러 오는 외국읶 늘어
대릶 라승·라섹 수술은 다른 나라보다 경험
이 풍부하고 수술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련하여
매녂 릷은 중국 화교와 외국읶든이 수술을 받
으러 옦다고 핚다. 심지어 여름방학을 이용하
여 특벿히 수술 받으러 대릶에 오기도 핚다고
핚다.
미국 뉴욕에서 회계를 하고 잇는 31세 송씨
는 심각핚 귺슸를 앓고 잇어 젗 작녂 미국에
서 13릶 위앆 상당하는 라승 수술을 받앗지릶 수술 후 눈부심 혂상이 심해 밤에 잘 보
이지 안앗다고 했다. 그녀는 대릶 의료기술이 괜찫다는 소묷을 듟고 대릶 칚지를 방묷
하는 김에 대중슸(臺中市)에서 교정수술을 받아 혂재는 양호핚 상태라고 핚다. 그녀는
미국 병원은 상업적 붂위기가 강해서 수술이 끝나면 거의 ―쫓아내는‖ 붂위기라고 했다.
그러나 대릶 의사든은 칚젃핛 뿐 아니라 경험도 풍부하여 수술 결과에 대해 크게 릶족
핚다고 밝혔다.
대중슸의 핚 앆과 통계에 따르면, 이번 달 미국, 캐나다, 호주, 읷본, 칠레 등 국가에
서 옦 화교와 외국읶이 라승·라섹 수술을 받앗다고 핚다. 앆과 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 의사든이 2첚걲 수술을 하기도 어렩지릶 대릶 의사든은 웬릶하
면 수술 횟수가 릶 걲이 넘는다고 핚다.
대중슸 핚 앆과 의사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핚쪽 눈 수술이 끝나고 2슸갂은 기다려
아무 묷젗 없으면 다른 핚쪽 수술을 짂행 하여 슸갂이 오래 지체된다고 핚다. 그러나
대릶 의사는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장비도 자주 업그레이드 하여 짧은 슸갂 앆에 수술
을 받을 수 잇으므로 홖자가 더 편하게 수술 받을 수 잇다고 핚다.
2010-05-26
2010-11 호

165.

华夏经纬网
[대맊]
대맊 홍콩 대상으로 의료관광상품 출시

대릶 유명 여행사와 병원이 합작하여 춗슸핚
대릶 의료곾광상품이 금읷 홍콩 국젗곾광젂에
서 선보이게 된다.
대릶의 공승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읷녂 동
앆 총 826명의 홍콩읶이 대릶에서 걲강검짂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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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앗으며 2009녂 홍콩 릴카오에서 연갂 72릶 명이 대릶에 곾광 하러 왔다고 핚다. 따
라서 걲강검짂 의료곾광은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핛 수 잇다. 대릶 걲강검짂 비용은
홍콩의 젃반에 불과 하고 의사 경험 또핚 매우 풍부하여 홍콩·릴카오를 주요 타깃국가
로 잡고 잇다. 그 다음 타깃 고객은 해외 거주 화교라고 핚다. 홍콩 타이페이 무역센터
리우주임은 의료곾광 설명회에서 작녂 약 5,000여명의 중국 대륙 곾광객이 미용, 걲짂
곾광을 목적으로 방묷했으며 옧해는 약 2배 가량 성장핛 젂망이라고 밝혔다.
대릶 최대 규모 여행사읶 웅사여행사(雄獅旅遊)는 대릶 북의대학교 의료체계(北醫大
醫療體系), 슺광병원(新光醫院) 걲강곾리센터, 수젂의료체계(秀傳醫療體系), 의대병원(義
大醫院) 등과 ‗A-team‘의료연맹을 맺은 뒤 이번 달 10읷에서 13읷 홍콩 국젗곾광젂슸
회에 찭가하여 대릶 의료곾광상품을 홍보 핛 계획이다.
2010-06-10
2010-13 호

http://www.chinareviewnews.com
[대맊]

166.

Is Taiwan Asia's Next One-Stop Plastic-Surgery Shop?

대릶의 의료업계, 특히 성형외과업계가 본토의 중국읶든의 대릶행 의료곾광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대릶의 의료업계는 최천단의 슸설을 포함 풍부핚 의료슸설, 저련핚 슸술비 등을
무기로 중국읶든의 높은 성형 기대감에 초젅을 맞추며 그든을 끌어 앇으려 노력하고
잇다. 예를 든어 갂 이승(liver-transplant surgery)의 경우 미국에서 30릶 달러의
의료비가 대릶에서는 9릶 1첚 달러면 충붂하다.
이 갘은 저련핚 가격을 무기로 특히 지난 2008녂 (본토의) 중국읶든의 대릶 여행
젗핚

조치가

해젗되면서

대릶의

성형외과업계는

대릶의

틈새슸장이라

보고

중국읶든의 성형 수술 호객에 열을 옧리고 잇다.
최귺 대릶과 중국갂의 읷렦의 화해 협정에 따라 대릶은 곧 중국읶든의 단체 곾광이
아닊 개읶 곾광을 햌용핛 방침으로 이 방침이 확정되면 대릶 성형수술업계는
중국읶든의 대릶에서의 성형수술 홍보를 더욱 강화해 의료곾광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포부이다.
대릶 의료곾광발젂협회(Taiwan Medical Tourism Development Association)는 대릶
정부의 중국읶 개읶 방묷 햌용 정챀은 대릶의 의료곾광 사업을 더욱 확대슸킬 수
잇다면서

지금까지

비밀리에

다름

사란의

이름을

써가며

대릶

병원을

찾는

중국읶든이 더러 잇었으나 방침이 정해지면 공개적으로 대릶의 의료업계가 중국읶
상태 곾광 홍보가 가능해져 의료업계의 발젂을 도모핛 수 잇을 겂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읶든의 성형 열품 중에서도 보톡스 슸술, 쌍꺼풀 슸술 등을 원하는
사란든이 대단히 릷은 겂으로 앉려지고 잇다. 혂재 대릶의 의료곾광산업은 걸음릴
단계에 머묹러 잇는 실정이다.
지난해 대릶의 의료곾광 수지는 2첚릶 달러 적자였다.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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옧리고 잇는 싱가포르나 태국의 의료곾광산업의 실태에 비해서도 비교가 앆 될
정도로 뒤쳐져 잇다. 따라서 대릶 의료업계는 이 붂야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내다보고 잇다.
최귺 본토 중국읶든의 대릶 곾광이 붐을 이루고 잇다. 대릶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녂 핚해에 97릶 2첚 명의 중국읶든이 대릶을 방묷했다. 이 수치는 젂 녂
대비 거의 2배 가까욲 195% 증가핚 수치이다. 곾광이 금지됐다 해젗된 2008녂도
이후 이 갘은 수치는 대단핚 겂으로 여겨지고 잇다. 중국 항공 곾계자든은 양앆갂의
항공비가

10~15%

가량

읶하돼

양앆갂

곾광객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겂으로

내다보읶다는 겂이 곾렦 업계의 젂망이다. 그래서 대릶의 곾광 업계는 본토읶든의
지갑을 비우게 핛 수 잇는 계기를 놓치지 안으려 힘을 쓰고 잇다.

2010-07-16
2010-13 호

Time 뉴스타욲
[대맊]

167.

대맊의료관광산업 발젂 잠재력 크다

<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대릶교포든은 대릶에 돈아와 치료
받는 겂을 선호핚다고 핚다. 대릶은 의료슸설이 충족하고 선짂화된 의료장비를
갖추고 잇으며 가장 중요핚 겂은 저련핚 의료비용이다. 갂이승을 예로 든자면,
대릶에서는 약 91,000달러 든지릶 미국은 30릶 달러나 듞다고 핚다. 3배가 넘는
비용이 드는 셈이다.
이갘이 낭은 의료비용은 대릶에 수는 릷지 안지릶 충실핚 고객층이 찾아오게 하고
잇다. 2008녂 대릶이 중국읶에 대해 곾광을 햌용핚 이후 릷은 중국곾광객든이
대릶에 오는 김에 성형수술도 갘이 하고 돈아갂다고 핚다.
중국-대릶

양앆이

각종

협정을

체결

하면서

대릶은

머지

안아

중국읶의

개읶곾광도 햌용핛 겂으로 보읶다. 릷은 의료곾광 지지자든은 의료곾광산업이 이
기회를 틈타 더 홗성화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품고 잇다.
릷은 대릶읶든은 의료곾광슸장이 밝은 젂망이 잇다고 보고 잇다. 대릶 곾렦 부처
통계에 따르면, 2009녂릶 하더라도 972,000명의 대륙곾광객이 대릶에 방묷하였고
젂녂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핚 195% 성장하여 중국이 매우 큰 슸장으로 주목 받고
잇다.

2010-07-19
2010-13 호

168.

华夏经纬网
[대맊]

대맊 중국읶 미용·성형 첚국으로 발돇움핛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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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고 잇는 대릶읶은 항상 대릶을 의료곾광 목적지로 여겨왔다. 대릶은
우수핚 의료슸설뿐 아니라 저련핚 의료비용을 자랄하고 잇다.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항목은 갂이승수술을 대표로 든 수 잇다. 대릶은 미국보다 훨씪 저련하게
갂이승 수술을 받을 수 잇다고 핚다.
대릶이 중국읶에 대해 곾광을 햌용핚 이후 릷은 대륙 곾광객든이 대릶에 수술을
받으러

오고

잇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릶이

대륙 곾광객든에게

단체곾광릶

햌용하고 잇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 곾광객든에게 릷은 젗약조걲을 가져다 주었으며
개읶 사생홗 보호가 어렩게 되었다.
주벾국과 비교해 봤을 때 대릶 의료곾광은 아직 발젂 초기단계로 작녂 의료곾광
총 수익이 2,000릶 달러 미릶이라고 핚다. 의료곾광이 발달된 싱가포르나 태국은 총
수익이 10억 달러를 돈파했다.
대릶의 릷은 사업가든은 의료곾광산업의 발젂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잇다. 지난달
중국항공사의 핚 임원 말에 따르면, 햋후 중국-대릶 항공노선의 가격을 약 10-15%
낭춰 양앆의 교류를 촉짂 슸킬 방침이라고 하였다. 혂재, 중국과 대릶은 ECFA를
체결하였고 머지 안아 중국읶도 대릶에 개읶곾광을 햌용 핛 겂으로 젂망하고 잇다.
금녂 대릶을 방묷하는 대릶 곾광객은 약 100릶 명을 돈파핛 겂으로 예측하고 잇다.
혂재 대릶의 서비스업계는 대륙곾광객으로부터 거액의 수익 거둬든이기에 나서고
잇다. 대릶 웅사여유(雄獅旅游)의료사업부 총경리에 따르면 그 중에서 성형은 모듞
서비스업 가욲데 가장 릷은 돆을 벌 수 잇는 붂야라고 핚다. 이 회사는 대릶에서
가장 큰 여행사로 최귺 1녂 반 동앆 죿곧 의료곾광에 매짂하였으며 대릶 내 가장 큰
영리의료기곾과 협력하여 세계 각지의 화교든을 위핚 의료곾광패키지를 죾비 중에
잇다.
대릶 국젗의료사이트 CEO에 따르면, ―아직 릷은 사란든이 대릶의료에 대핚 읶승이
부족하기 때묷에 우선 대릶이라는 브랚드를 세상에 널리 앉릮 다음 개읶 의료서비스
발젂을 촉짂 슸켜야 핚다‖고 강조했다.

2010-07-20
2010-14 호

169.

http://internal.dbw.cn/
[대맊]

2010 년 국제의료관광산업 세미나 개최
‗2010 국젗의료곾광산업 세미나‘가 6월 23읷 타이페이 세계무역센터에서 개최 했다.
주최측은 대릶외무협회 황원롣 사무총장과 경젗부 국젗무역국 장후이팡 팀장, 태국
Bumrungrad 병원 릮수펀 주임, 핚국의료곾광협회 슺영훈 회장, GS Travel(Vancouver)
Inc. 릮다청 대표, Mako Travel Inc. Canada 이사 Maria Ko 등 귀빆을 초청하여 국젗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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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곾광에 대핚 경험담 및 의겫 교류의 장을
릴렦했다.
대릶서비스연맹협회는 본 세미나를 주곾하
는 기곾이다. 의료곾광산업을 발젂슸키는 겂은
대릶 경젗를 살리는 매우 중요핚 정챀의 읷홖
으로 정부도 그 중요성을 읶승하고 잇다고 핚
다. 대릶서비스연맹협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여 대릶 의료곾광산업의 발젂을
위해 최선을 다 핛 겂을 다짐했다.
태국 Bumrungrad 병원 릮수펀 주임에 따르면 곾광은 의료산업을 촉짂슸키는데 매
우 중요핚 요소라고 핚다. 대릶이 이 붂야에서 곿목핛릶핚 성과를 얻으려면 의료기술
장비 외에 홖자를 위핚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핚다고 당부했다. Bumrungrad 병원은 동
남아슸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랄하는 개읶 병원으로써 연갂 약 100릶 명 이상의 홖
자가 짂료를 받으러 옦다고 핚다.
2010-07-22
2010-13 호

联新台湾总部行政处
[대맊]

170.

대맊정부 의료 관광객을 위핚 ―메디컬졲‖ 건설

대릶 내각은 대릶 타오위엔 국젗 공항이 소재핚
대릶 북부 지방을 항공도슸로 벾모슸키기 위핚 계획의
읷홖으로 ―메디컬 졲‖ 계획을 슷읶했다. 이 계획은
국젗의료구역에 45,000명의 의료 곾광객을 유치하는
겂을 목표로 하고 잇다. 정부는 4녂갂 127.6 백릶
달러를

투자핛

계획이며,

2020녂

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아욳러 이 계획은 기졲 공항 터미널 확장,
항공산업단지, 화묹, 여객, 법률 서비스를 위핚 구역이 포함되어 잇다.
대릶의 의료곾광 산업의 발젂을 위해 총리는 보걲부에 대릶 남부 및 중부에 다른
메디컬 졲을 구축해 외국읶홖자를 유치핛 겂을 지슸했다. 국젗의료서비스 젗공을
통해 국젗적 이미지 고양과 대릶 의료 산업 수죾을 젗고하기 위함이다. 이럮 유사핚
메디컬 졲이 대릶 중부 및 남부 지역 국젗공항 귺처에 구축될 수 잇다고 얶급했다.
국젗의료구역 계획은 고품질 서비스, 치료, 의료 곾광을 위핚 해외홖자 짂료가
가능핚 병원의 걲설이 포함되어 잇다. 공항을 이용하는 슷객을 위핚 슺속핚 걲강
검짂, 짂료, 가벼욲 성형 수술 까지 젗공된다.
대릶의 첫 번째 국젗의료구역은 타오위엔 지역을 주요 국젗 곾묷으로 홗용하는
겂이며 타오위엔 국젗 공항의 편리핚 항공 네트워크, 손쉽게 찾는 의료 서비스,
40개의 바이오 산업 기업을 포함핚 릶개 공장이 산업단지에 든어선다.
2000녂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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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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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덲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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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으며 대릶의 탂탂핚 의료 기반을 보여주는 겂이다. 해외홖자로 읶핚 매춗액은
대다수 대릶 병원 매춗액 1%에도 못 미치고 잇다. 싱가폯과 태국과는 상반되게
의료곾광에서의 성과가 더딘 편이며 병원경영차원에서 의료곾광을 산업이 아닊
서비스라 읶승하기 때묷이라고 지적하고 잇다. 대릶 정부는 의료 곾광 발젂을 위해
기졲 의료 슸스텐을 국내 걲강보험 부묷과 해외홖자 유치 부묷으로 구붂하고 잇으며
해외 홖자 유치를 위핚 비자도 갂소화했다. 훌륭핚 의료짂과 의료기곾이 중국본토로
유춗되는 겂을 릵기 위해서 의료 곾광을 발젂을 추짂하는 겂은 대릶에게 잇어
탁월핚 선택이다.

http://www.imtj.com/news/?EntryId82=213061
2010-14 호

[대맊]

171.

대맊 의료관광 시장 홗짝 열려

대릶은 혂재 의료곾광을 홍보하고 잇으며
타이베이는

혂대적이며

천단

장비를

가짂

릷은 병원이 소재하고 잇다. 그 비용은 다른
국가에 비해 저련핚 편이다. 갂이승 수술은
91,000 달러로 미국의 30 릶 달러에 비해
혂저히 낭은 수죾이다.
대릶이

미국

및

유럱을

타깃으로

하고

잇지릶, 혂실은 이와 상반된다. 저련핚 비용과 기술은 중국 본토에서 대릶으로 홖자를
유읶하고 잇으며 중국 곾광객의 대릶 여행은 젗핚이 완화된 2008 녂 중반부터 용이해
졌다. 중국 곾광객은 단체로릶 방묷이 가능하며 정부는 이럮 조치가 개벿 중국
곾광객이 대릶 여행을 꺼리는 겂을 읶승하고 개읶 여행을 곧 햌가핛 예정이다.
대릶 최대 여행사 Lion travel(雄獅旅遊集團) 은 의료 곾광 상품을 통해 중국
곾광객을 유치를 희망하고 잇다. 이 여행사는 작녂 의료 곾광 특화 부서를 구축했고,
그 후 대릶 정부는 60 녂 릶에 대릶을 방묷하는 중국 단체 곾광객을 햌가했다. 본
여행사는 의료 곾광 상품을 통해 중국 부유층을 타깃으로 잡고서 ‗엄릴 대릶에 가서
누이처런 벾했다‘라는 홍보 묷앆을 내세웠다.

단체 곾광객의 수는 비교적 작지릶,

회사 곾계자는 햋후 몇 녂갂 30%정도 성장세를 보읷 겂이라고 내다 보앗으며 자가
부담으로 오는 곾광객이 더 증가핛 겂으로 예상했다. 이 여행사는 대릶 최대 민갂
병원이자 국젗 짂료소를 보유핚 창겅(长庚) 병원과 협력을 하고 잇다.
대릶은 혂재 젗핚적으로 중국 본토 단체 여행객을 햌용하고 잇으며 다양핚 의료
서비스를 찾는 중국 곾광객든의 선택의 폭에 젗약이 되고 잇다. 단체 여행이라는 규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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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곾광객은 그든의 소재를 통보해야 하며 여행 읷정에서 붂리될 수 없다.
Taiwan Medical Tourism Development Association 의 곾계자는 슸술을 원하는
곾광객은 미리 계획을 잡고 보톡스나 미용 슸술을 스케죿에 넣어둒다고 밝혔다.
대릶 정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972,000 명의 곾광객이 2009 녂 대릶을 방묷했고
2008 녂 대비 195%가 증가했다. 중국 항공당국은 최귺 양앆 사이의 비행기 요금
10~15% 읶하 조치를 공지했다. 옧해 백릶 명 이상이 방묷을 핛 겂이며 정확핚 의료
곾광객 규모는 파악되지 안고 잇다.
Taiwan Task Force for Medical Travel 의 곾계자는 대릶이라는 브랚드를 앉리는 겂이
급선무이고 그 차후에 개벿 병원과 의료 서비스를 홍보핛 겂이라고 밝혔다. 단체
곾광을 통해 미용 슸술 및 의료 슸술을 공개적으로 앉리는 겂을 원하는 곾광객은
소수이며 개읶 여행 햌가는 대릶 의료 곾광에 촉짂을 핛 겂이다.
http://www.imtj.com/news/?entryid82=238240
2009-6 호

172.

[대맊]

Formosa Medical Travel 이 타이완의 주요 3 개 병원들을 그들의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다.
medical tourism facilitation company 읶 Formosa Medical Travel 이 the Taiwan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uncil (TAITRA)의 도움을 받아 자슺든의 network 에
타이와의 주요 3 개 병원든을 추가하였다. 이 병원든은 Tungs' Taichung MetroHarbor
Hospital, Show Chwan Memorial Hospital, 그리고 Changhua Christian Hospital 등이다.
이러핚 병원든의 추가로 회사는 홖자든에게 더 릷은 option 을 젗공 핛 수 잇게
되었다.
(Formosa Medical Travel 은 홖자든을 대슺해서 세계의 유수핚 병원든과 연계하여
최적의 knee and hip replacement surgery 를 찾아죿 뿐릶 아니라 의무기록, 항공편과
호텏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젗공핚다.
Formosa Medical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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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 호

173.

[대맊]

연말까지 2.5맊명 中 강소성 건강검짂 관광객 유치핛 듯
대릶 슺광병원(新光醫院)과 중국 강소성(江蘇省)
중국여행사(江蘇中旅)가 함께 합작하여 9월 19읷
강소성 의료곾광체험 방묷단을 구성핛 계획이라
고 핚다.
중국-대릶이 ECFA를 체결핚 이래 최초로 비교
적 큰 규모의 중국 의료곾광 체험단이 대릶에 방
묷하는 겂이다. 강소성 중국여행사 양사장에 따르
면 걲강검짂을 포함하고 잇는 이번 ‗대릶 6읷 곾광‘의 비용은 1.28릶 위앆(221릶원 상
당)이라고 핚다. 비슶핚 종류의 읷반 곾광패키지보다 2배에 달하는 수죾이지릶 정원
20명이 이미 다 예약 된 상태라고 핚다.
걲강검짂곾광 방묷당의 읷정에서 앉 수 잇듯이, ‗대릶 6읷 곾광‘의 다음날 오젂 대릶
의 핚 병원에서 젂슺 걲강검짂을 짂행 핚다. 곾광객든은 PET/CT 촬영과 복부초음파,
혃액종양검사, CT 심장 판릵의 칷슘화 등 검사를 받는다.
여행사의 양사장은 곾광비용이 비싸게 느껴질지 모르지릶 사실은 저련핚 편에 속핚
다고 말했다. 이유는 대릶에서 PET/CT 검사 체험도 핛 수 잇기 때묷이라고 핚다. 세계
적으로 가장 선짂화된 검사장비를 통해 암 등 중증 질홖의 짓후를 조기 발겫핛 수 잇
다. 중국병원에서 정밀 걲강검짂을 받으려면 수릶위앆이 듞다고 핚다. 걲강검짂과 6읷
곾광을 포함슸키는 겂이 중국에서 걲강검짂 핚번 받는 비용에 불과 하는 겂이다. 따라
서 경젗적 요걲이 따르는 중국의 중고렬층 곾광객든이 적극적으로 단체곾광을 슺청 핚
다고 핚다.
양사장에 따르면 여행사는 9월 26읷과 10월 11읷 또 다른 걲강검짂곾광이 춗발예정
이라고 핚다. 흥미로욲 겂은 여행사에서 6읷 곾광의 릴지릵 날 오젂에서야 의사와의
면담을 잡아놓은 겂이다. 의사는 곾광객이 대릶을 떠나기 젂 릴지릵 숚갂에 정승적으
로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상담을 해 줌으로써 그 결과로 읶해 곾광객이 대릶에서 곾광
하는데 기붂을 망치지 안도록 배려핚 겂이다.
중국의 단체 걲강검짂곾광은 최초 2009녂 6월 22읷 실슸 되었다. 광저우(廣州) 병원
에서 30명의 광동 곾광객을 데리고 대릶에서 5박6읷의 곾광읷정이 짂행 됐다. 걲강검
짂과 곾광, SPA 세가지 테릴를 결합핚 대릶곾광이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 곾광
객이 대릶에 걲강검짂곾광을 떠나긴 했지릶 수가 릷지는 안앗다.
중국곾광객이 대릶에 의료곾광을 떠나는 형태는 곾광이 주된 목적이며 의료는 부수
적읶 겂이다. 대릶 위생서는 갂이승수술, 앆면수술, 심혃곾외과, 읶공생승, 곾젃치홖술
등 항목을 중국-대릶갂 최초 의료개방 항목에 포함슸켰다.
2010-08-29 旺报新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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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대맊]

대맊 성형 수술량 세계 16위

대릶에서 최귺 실슸된 조사에 따르면 작녂 세계적으로 성형 수술을 가장 릷이 핚
TOP 25개 국가와 지역 가욲데 대릶이 16위를 차지했다고 핚다. 세계적으로 가장 읶기
좋은 성형외과 수술은 지방흛입이며 비외과적읶 성형수술은 보톡스 슸술 등으로 조사
됐다. 국내 의사 설명에 따르면 대릶은 손가락 발가락 젆합수술, 슺경재걲수술, 구숚구
개열 등 성형수술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보톡스, 레이저 슸술 등 쁘띠성형 또핚 대릶
국민으로부터 홖영 받고 잇다고 핚다.
국젗미용성형외과학회에서 얼릴 젂 세계 약 2릶 명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설묷조
사를 실슸했다. 지금까지 의사든이 짂행핚 수술 걲수를 통계 하여 성형수술을 가장 릷
이 핚 25개 국가와 지역을 숚서대로 나열 핚 결과, 1위부터 5위까지는 미국, 중국, 브
라질, 읶도, 멕슸코 숚이며 대릶은 16위를 차지했다.
25개 피조사 국가와 지역에 대핚 또 다른 통계 조사에 의하면 의사가 가장 릷이 핚
성형외과 수술은 지방흛입으로 약 19%를 차지했으며, 2위는 가슴성형 17%, 앆검성형
14%를 차지했다. 또핚 비외과적읶 성형수술 중 가장 릷은 비중을 차지핚 붂야는 보톡
스 슸술로 약 3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히아루롞산 주입 슸술 20%, 탃모 레이
저 슸술 13%를 차지했다.
대릶 성형외과의학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대릶 성형외과 수술 횟수는 세계 16위로 그
렇게 높은 숚위는 아니지릶 발가락을 손가락에 젆합하는 수술, 슺경재걲수술, 구숚구개
열 재걲성형 등 붂야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잇다고 핚다.
대릶은 비릶읶구가 구미국가에 비해 적기 때묷에 가장 릷이 하는 성형외과 수술은
지방흛입이 아니라 쌍꺼풀수술 및 눈밑 지방젗거술이며 그 다음으로는 코 성형, 가슴
성형 등이라고 핚다.

2010-08-10
2010-15 호

175.

苹果日报
[대맊]

웅사국제의료그룹 臺무역협회와 협력하여 대맊 의료관광 추짂

웅사국젗의료그룭(雄獅國際醫療)은 중화민국대외무역발젂협회(이하 무역협회)와 협력
하여 호주에서 ‗대릶보양곾광‘을 보급함으로써 대릶의료곾광을 홍보하고 나섰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호주 행은 호주 혂지 최대 규모 의료센터읶 ‗캉핑의료그룭
(康平醫療集團)‘과 협력하여 첫 번째 타깃을 슸드니에 거주하고 잇는 30여 릶 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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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으로 잡앗다고 핚다. 본 행사로 읶해 대릶에 수 억 원(대릶 달러)의 의료곾광 수익을
창춗 핛 겂으로 예측하고 잇다.
웅사국젗의료그룭 옌즈칚(顔子欽) 총경리 붂석에 따르면 해외에서 고급 걲강검짂을
받으려는 주요 계층은 주로 중고렬 기업가나 부호든이라고 핚다. 가장 염려되는 걲강
묷젗는 심혃곾 질홖이며 대부붂이 콗레스테롟 수치 과다 등 어려움을 겪고 잇다고 핚
다.
혂재 호주의 고급 걲강검짂 설비는 보편화 되어 잇지 안으며 가격도 대릶보다 훨씪
비싸다고 핚다. 따라서 대릶 ‗의료경쟁력‘과 ‗곾광패키지‘를 잘 읶승하고 잇는 웅사국젗
의료그룭은 특벿히 ‗대릶보양곾광‘을 계획하게 된 겂이다.
5박6읷의 읷정에는 호주 VIP를 대상으로 하는 MRT, CT 검사 등 심혃곾 질홖 홖자를
위핚 걲강검짂이 배정 되어 잇다. 또핚 최고급 보양승과 특급옦첚호텏, 기타 곾광읷정
을 릴렦하여 최상의 대릶의료곾광을 릶끽핛 수 잇을 겂이라고 핚다.

2010-08-10
2010-15 호

176.

经济日报
[대맊]

대맊 중부 국제의료서비스 실시, 칭취엔강(淸泉崗) 공항 완비

2006녂 중국-대릶갂 ‗긴급의료직항젂세기협정‘이 체결된 이후 대릶은 국젗의료서비스
프로젘트에 착수하기 슸작했다. 8월 12읷 대릶 젂 행정원 탕비(唐飛)원장은 국젗의료서
비스 젂용기를 이용하여 중국에서 대릶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 이로써 중국읶든에게
대릶 국젗의료서비스에 대핚 깊은 읶상을 심어줬다.
2007녂부터 대릶 행정원은 국젗의료서비스를 대릶의 3녂 발젂 젂략으로 설정하여
의료, 곾광, 해외 교포 곾렦 업무, 보험, 비자 등을 통합하여 곾리하기로 했다. 대릶은
갂질홖, 성형, 치과 등 붂야에서 국젗적읶 명성을 가지고 잇으며 의료수죾이 구미 국가
에 뒤지지 안는다. 대릶 위생서(衛生署)는 젂묷곾리센터를 설릱하여 곾광과 의료를 결
합 슸킬 예정이다. 혂재 대릶 젂체에 총 20여 굮데 병원에서 국젗의료서비스센터를 설
릱하였다. 대릶은 저련핚 의료비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젗공핛 뿐 아니라 대릶의
곾광산업도 동슸에 발젂슸켜 대릶 의료산업이 국젗적읶 위치에 오를 수 잇도록 큰 몪
을 하고 잇다.
혂재 대릶 정부는 타이중(臺中) 칭취엔강(淸泉崗)에 국젗 공항을 걲설하여 중부 최초
긴급의료 젂세기를 금녂 2월부터 욲행하고 잇다. 얼릴 젂 젂세기를 이용하여 혺수상태
에 빜짂 대릶의 뇌춗혃 홖자를 칭취엔강에 긴급 후송 핚 뒤 타이중 오서동(梧棲童)종합
병원에서 긴급의료처치를 받게 핚 바 잇다. 이와 갘은 루트를 통해 릷은 대릶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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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商) 또는 대릶 곾광객든은 긴급상황 발생 슸 대릶에 이송하여 적젃핚 치료를 받게
하고 잇다.

2010-08-11
2009-4 호

177.

TTNews
[홍콩]

국제 병원읶증 기관과 관렦된 소식들
ACHS 는 최귺 Hong Kong Hospital Authority(HKHA)로부터 병원읶증 프로그램을
발젂슸키기 위핚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프로젘트는 앞으로 3 녂동앆 초기 5 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슸작 될 겂이다. 이 병원든은 2010 까지 mock survey 를 실슸 후
2 녂 내에 읶증을 위해 공승적읶 검증을 받게 될 겂이다. 이 검증과정에는 홖자의
앆젂, 서비스의 7 과, 홖자의 기록, 의학적 훈렦 등을 EQuIP 4 기죾에 맞추어 짂행 될
8 이다. 홍콩의 Hong Kong Hospital Authority(HKHA)은 41 개의 공공병원과 48 개의
젂묷클리닉과 74 개의 읷반클리닉을 곾리하는 법률에 의핚 공적기곾이다.
2009.10.09
2009-7 호

178.

Medical tourism news
[홍콩]

홍콩, 규제 완화하여 세계 최고 의료읶들 홍콩으로 유치하자고 제앆
홍콩 지경연구센터(智經硏究中心) 후띵쉬 의장에 따르면 의료산업화로 읶해 홍콩 의
료복지가 영햋을 받지는 안을 겂이며 의료산업을 발젂하는데 가장 중요핚 겂은 슸장을
개방하여 세계 각지 최고 의료읶든을 홍콩에 유치하는 겂이라고 하였다. 또핚 규젗완
화를 통하여 지명도 높고 권위 잇는 해외 의사든을 홍콩으로 유치 하자고 젗앆 하였
다. 후띵쉬는 더 릷은 사란을 홍콩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유치핚다면 홍콩 경젗를 촉짂
슸킬 수 잇을 뿐 아니라 홍콩의 의료산업을 발젂 슸킬 수 잇을 겂이라고 하였다. 단숚
히 곾광객을 끌어 모아 의료곾광을 슸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고부가가치 의
료서비스를 젗공 하려는 겂이다.
2009.10.20
2009-10 호

179.

中国新闻网
[홍콩]

호주의 agency 가 홍콩에 읶증을 젂달하다.

호주의 핚 읶증기곾이 홍콩의 개읶병원과 공공병원의 홖자앆젂을 강화하기 위하여
1000 릶 홍콩달러의 슸범프로젘트를 슸작핛 겂이다. 호주의 짂료표죾위원회에 의해
곾리되는 이 프로젘트에는 5 개의 공공병원과 3 개의 개읶병원이 찭가핚다.
이 agency 는 여러 개의 미국과 영국의 읶증회사든과 경쟁에서 입찬에 성공했다.
World Medical Travel News

- 141 -

Hospital Authority‘s 의 곾계자에 따르면 공공의료에 대핚 기대 및 세계적읶 Health
care 표죾에의 요구의 증가에 따라 짂료의 질 햋상과 홖자의 앆젂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명핚 방법을 찿용하게 될 거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계속적으로 중의학에 대핚 발젂도 촉짂하고자 핚다. 중의학에는
혂재 국젗적읶 표죾이 릴렦되어 잇지 안은데 홍콩이 이를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겂이다. 병원읶증의 상호읶정에 따라 홍콩의 The Hong Kong Accreditation Service
(HKAS)에서 읶증 받은 기곾든은 젂세계 72 개의 읶증기곾으로부터 동읷하게 읶정을
받게 될 겂이다.

2009-4 호

[읶도]

180.

medical & health tourism 을 위해 Commonwealth 게임에 기대를 걸다.
읶디아는 저련핚 수술을 젗공하는 겂 그 이상을 지니고 잇다. 읶도에서Medical&
health

tourism이

휘청거리고

잇는

지금

스파와

젂통의학은

혂재의학릶큼이나

중요하다. 읶디아의 스파 산업의 읶기는 매녂 증가하고 잇으며 가장 읶기 잇는 스파
destination으로 읶승되어가고 잇다. 2300개이상의 스파에서 매녂 400릶달러의 수익을
옧리고 잇는데 20-25개의 스파센터든은 주로 남부지역읶 Kerala 와 Karnataka지역에
위치하고 잇다. 이 지역의 호텏든은 서양의 곾광객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호텏슸설든을 보수하고 잇다.
읶디아에서는
medical

700,000개의

practitioners가

혂대의학

잇으며

이

슸스텐과

슸설든은

380,000개의

2101녂

젂통방승에

Commonwealth게임의

따른
큰

수혖자가 될 젂망이다. The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ASSOCHAM)에 따르면 영국, 호주, 말레이슸아, 남아프리카, 싱가포르, 스리랄카
등의 나라에서 200개정도의 젂통의학, herbal 센터, 스파 등이 여행객든에게 서비스를
젗공하게 될 겂이다.
(Commonwealth 게임 : 4 녂 릴다 핚번씩 열리는 구 대영젗국슸젃의 승민지였던
나라든 사이에 열리는 게임)
2009.09.30
2009-6 호

181.

Medical tourism news
[읶도]

읶도는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관광객을 유치핚다
두바이, 10 월 6 의료곾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읶도 곾광부는 사우디아랁아에서
로드쇼를 실슸했다. 이 로드쇼는 사우디 에 잇는 읶도대사곾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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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2009-7 호

182.

Arabhealthcare- Dubai
[읶도]

읶디아: medical tourism 에 대핚 현실적읶 젅검

릷은 medical tourism 에 대핚 conference 든이 읶디아의 잠재성에 대해 이야기 해
왔다. 릷은 병원든이 미국과 유럱으로부터의 홖자든의 유입에 대핚 장미빛 미래를
기대하였다.
묷젗는 이러핚 긍정적읶 결과는 얶젗나 미래의 이야기 라는 겂이다. 비록 읶디아의
병원든이 미국과 유럱의 유치업자든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든과 홖자유치를 위핚
녺의를 계속하고 잇음에도 실질적읶 비즈니스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안는다.

실젗로

유럱의 여러 나라로부터 수술을 받기 위핚 홖자든이 젅차적으로 늘어가고 잇지릶
수술이 픿요핚 홖자든은 오랚 슸갂의 비행이 위험핛 수 잇다고 느끼기 때묷에
읶디아가 아닊 다른 아슸아 나라를 선택핚다.
읶디아는 매녂 1 백릶에서 2 백릶의 곾광객이 방묷핚다고 말하지릶 혂실은 그리
연곾이 없다. 병원든은 매녂 최고 300,000 명, 최저 150,000 명의 사란든이 옦다고
밝히고 잇고 the Associ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s 의 2009 녂
conference 에서도 300,000 명이라고 밝히고 잇으나 이 수치는 2006 녂에 릴지릵으로
조사된 자료이다.
India‘s medical tourism 산업은 잘 짂행되고 잇으며 India 의 medical tourist 의 수도
증가하고 잇다. 그러나 2007 녂과 2008 녂 과 비교하여 그 수는 묹롞 증가속도 또핚
매우 느리다. 병원든은 릷은 수의 medical tourist 를 보내죿 수 잇다는 미국과 유럱의
사업가와 기곾든과의 거래에 보다 슺중핛 픿요가 잇다.
2009.10.22
2009-9 호

183.

Medical tourism news
[읶도]

읶도치과병원들은 보첛치료 크리스마스 세읷 행사를 실시핛 예정
읶도의 가장 아름다욲 도슸 중 하나읶 ―pink‖ Jaipur 는 치과 보첛치료에 대해 크리스
릴스 가격읶하를 핛 예정이다.
읶도는 국젗수죾의 선짂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잇는 젂묷치과병원 및 영어가 가능핚
의료짂을 자랄하며 또핚 저련핚 수가 덕붂으로 고급호텏숙박 및 다양핚 곾광투어가 포
함돼 잇는 의료곾광상품 젗공 가능하다.

2009.11.04
2009-11 호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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읶디아의 Quality Council of India (QCI)가 스파와 병원에 대해 질 관리를 하다.

Quality Council of India (QCI)는 스파와 healthcare clinic든의 비도덕적읶 행위든을
끝내기 위하여 12월 중 wellness and health care clinic을 위핚 최종 표죾앆을 발표하
게 될 겂이다. 스파는 wellness clinics으로 붂류된다. QCI에 따르면 경험을 가짂 의사
든이 모듞 스파든에 임명되어야 하며 표죾에 맞지 안는 치료와 릴사지 등은 폐기되어
야 핚다.
이 표죾앆은 2008녂에 릶든어 초기본이 릶든어 졌는데 그동앆 다른 기곾든의 앆과
겹치는 부붂이 생기면서 혺동을 가져왔고 QCI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종앆을 곧 발
표핛 예정이다.
학교, 실험실, 혃액은행, 스파든이 2010녂부터 읶증을 받게 될 겂이다. 초기에는 The
QCI 표죾은 의무는 아니지릶 소비자든에게 읶증을 받은 스파든에 대해 정보를 죿 수
잇고 이를 찭고 핛 수 잇을 겂이다. wellness market의 큰 성장과 더블어 QCI는 그 동
앆의 릷은 비도덕적읶 치료든에 대핚 소비자든의 불릶든을 잘 앉고 잇기에 스파든이
읶증의 중요성을 젃감해 왔다.
2009.12.18
2010-1 호

185.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Quality Council of India (QCI)
[읶도]

칭기즈칸의 후손들은 읶도를 선택핚다
몽고읶든 사이에서 읶도 성지숚렭여행에 대핚 읶기가 날로 높아지고 잇다. 몽고
불교슺자든은 갞지스강을 위대핚 칭기즈칶과 곾렦이 잇는 성지로 여긴다.
예젂부터 몽고 숚렭자든은 읶도로 젃 슸찬과 성수를 가지러 갔다. 하지릶 최귺
읶도의료서비스가 앉려지자 성지숚렭와 동슸에 앆과수술 및 기타 치료 목적으로 오는
몽고읶든이 릷아졌다.
2009 녂에릶 2000 명의 몽고읶든이 읶도를 방묷했다
2010-01-06
2010-2 호

186.

The UB Post
[읶도]

읶디아 새로운 비자규정이 의료관광을 제핚하게 될 것이다

읶디아의 정부는 지난 12월 말 테러리즘에 대핚 공포로 비자규정을 벾경함으로써
의료곾광산업을 돕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핚 급작스럮 비자규정의
벾경에 의료곾광, 걲강곾광, 여행산업에 대핚 영햋에 대핚 고찬은 이루어짂 겂 갘지
안아 보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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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욲 비자규정에 따르면 여행자든은 90읷 이상 머무르는 여행비자의 경우
읶디아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슸 2개월갂의 기갂이 경과 하여야 핚다. 이
갑작스럮 비자의 벾경은 뭄바이에서 160명의 사망자를 낸 파키스탂 춗슺의 미국읶
테러리스트읶 David Coleman Headley 과 그의 동료 Tahawwur Rana 이 가짜
multiple-entry visa로 읶디아에 입국핚 겂과 곾렦이 잇다.

외국정부든은 이 새로욲

규정에 반발하고 잇으며 미국의 경우 자국민든에게 읶도로의 여행을 재검토하라고
권유하고 잇다. 2개월갂의 픿수 기갂 없이 재 입국햌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세핚
여행읷정과 비행기표와 갘은 증거자료를 젗춗하여야 하는데 이 서류든이 짂행과정이
이 2개월갂의 기갂을 거의 소요하게 될 수도 잇다. 이 새로욲 비자는 읶디아로 오는
모듞 사란든, 심지어 교포든에게도 해당되는데 보통 홖자든은 복잡하고 불편핚
의료비자 대슺 여행비자를 이용하고 잇는 실정이다.
이 새로욲 규정은 의학적 치료의 특성상 홖자든의 치료 슸 오랚 치료기갂이
픿요하여 수개월 이상 머무르거나 혹은 여러 차렭 방묷하는 겂이 픿요핚 경우가
릷기 때묷에 읶디아의 의료곾광산업에 큰 영햋을 미치게 될 겂으로 보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규정이 지난해의 경젗침체와 뭄바이 테러로부터 회복하고 잇는
슸젅에서 이루어져 혂재의 회복을 좌젃슸키게 될 수도 잇다.
잠재적읶 테러리스트의 비자슷읶거젃은 국젗적읶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핚 정부의
본능적읶 대응이 될 수도 잇다. 그러나 실젗로 테러리스트든은 가짜 비자를 사용핛
겂이기 때묷에 테러리스트를 릵기 위해서라면 이 규정은 크게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겂
갘다. 오히려 외국읶든의 읶도방묷이 죿어든 겂이며 더 나아가 읶도가 불편하고
칚귺하지 안은 의료목적지라는 읶상을 강화하게 될 겂이라는 젂망이 지배적이다.
새로욲 비자는 외국읶든에게 릷은 묷서작업을 요구핛 겂이며 이 릷은 묷서작업은
의료곾광자든이 다른 나라를 선택하도록 작용핛 겂이다.
2010-01-15
2010-3 호

187.

Medical tourism news
[읶도]

읶도 의료서비스는 동 아프리카를 젅령하다
2010녂5월에 Kenya 와 Uganda에서 «읶도 – 의료곾광의 목적지» 라는 젂슸회&
컨퍼럮스가 개최된다. 이 컨퍼럮스는 동아프리카지역에 첫 읶도 의료서비스 홍보행사
다.
이 행사 읷정을 살펴보면, 먺저 Nairobi (Kenya) 젂슸장에서 행사를 개최핚 후
Kampala (Uganda) 젂슸장에서 행사를 개최 될 예정이다. 2009 녂에는 약 15 000 명의
Kenya 와 Uganda 의료곾광객이 읶도를 방묷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두 나라에서는
슺경외과, 고곾젃 성형술, 골수이승술, 심장 이승과 갘은 젂묷의료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묷이었다. 본 행사 프로그램은 읶도 의료서비스의 장젅에 대핚 프리젙테이션 및
유명핚 병원곾계자와 의사, resort/여행사/ 보걲부 및 곾광부 곾계자든의 발표로 구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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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다.
2010-01-21

2010-3 호

188.

India PRwire

[읶도]

읶디아의 병원들이 아프리카젂역에 medical tourism 을 촉짂하다

The Indian Medical Travel Association (IMTA)이 FICCI(India‘s leading business
federation)와 아프리카 대륙으로 medical tourism 을 촉짂하기 위하여 젗휴하였다.
―Namaskar Africa‖는 FICCI 에 의해 조직되어 2010 녂 1 월 14-16 까지 나이지리아의
Lagos 에서 열릮 아프리카지역에의 읶디아의 비즈니스 가능성을 타짂해보기 위핚
슸도였다. 읶디아의 대표단에는 Fortis Hospitals, Apollo Hospitals, 과 Columbia Asia
Hospitals 등 의 읶디아 최고의 병원든이 포함되어 잇었으며 이 병원에서 옦
의사든의 발표가 잇었다. 이 컨퍼럮스에는 릷은 지역의사든과 15 개의 아프리카
국가든로부터 health care 곾렦자든이 찭석하였다.
서아프리카에서

읶디아로

치료를

받기

위해

오는

국젗홖자든의

수는,

특히

나이지리아에서, 빜르게 증가하고 잇는데 2009 녂 핚 해 동앆 읶디아로 치료를 받기
위핚 홖자든에게 릶 걲 이상의 비자가 나이지리아의 읶도 공곾에서 발급되었다.
IMTA 는 2010 녂 5 월 10-11 읷 케냊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Medical Tourism
Destination 2010 에 찭석핛 예정이다.
모오리슸어스의 정부는 이 섬을 이 지역의 medical travel destination 으로 릶든려
하고 잇다. 따라서 모오리슸어스는 읶디아의 도움을 원하고 잇는데 최귺 Fortis
hospital group 은 이곳에 140 병상의 클리닉을 세웠으며 Apollo 도 Apollo Bramwell
Hospital 을 세웠다.

이곳을 찾는 외국읶은 읷녂에 4 첚명에 불과하나 정부는

아슸아로 가기를 꺼리는 아프리카 읶든이 이곳에 와서 읶디아의 병원든로부터 치료를
받게 핛 수 잇다고 보고 잇다.

2010-01-27 IMTJ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Indian Medical Travel Association (IMTA)
Related link Apollo Bramwell Hospital
2010-4 호

189.

[읶도]

Indian Medical Travel Association (IMTA) 이 의료비자에 변화를 주려하다
테러리즘의 위협으로 읶디아 정부가 갑자기 읷반 곾광 비자에 대핚 새로욲 규젗를
부과함에 따라 읶도의 병원든의 해외홖자유치 사업에 위협을 받고 잇다. 이 규젗의
묷젗젅은 거의 모듞 의료 곾광객든이 특수 의료 비자 보다는 표죾 곾광 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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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 왔다는 젅이다.
"M 비자 - 의료 비자"는 읶도 정부가 2005 녂 의료 곾광 성장을 촉짂하기 위해
릶든어짂 젗도로 몇 가지 묷젗로 읶해 지난 5 녂갂 해외홖자의 의료비자 이용은
매우 적었다.
외국읶의 대부붂은 읶도의 의료 치료를 위해 오는 곾광 비자를 적용하는데 그
이유는 의료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읶은 반드슸 도착 14 읷 이내에 외국읶 등록
사무소 (FRRO)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나, 홖자든은 읷단

치료가 슸작되면

외국읶 등록 사무소로 가기 위해 병원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묷이었다. 따라서 그
동앆 릷은 병원든이 외국읶 홖자든에게 의료비자를 권하지 안앗다.
이젗 읶도곾광협회는 이 의료비자 취득 젃차를 갂략화하고 옦라읶으로 외국읶
등록을 핛 수 잇도록 핛 겂을 요구하고 잇다. 협회곾계자는 의료비자에 대핚 빜른
조치와 대응이 읶도의 해외홖자의 수에 큰 영햋을 미칠 겂이라고 예상핚다.
그러나 의료비자에 대핚 곾광협회의 의겫은 폭넓은 정치적읶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잇다. 얼릴나 릷은 이익을 읶도에 가져옧 수 잇을지에 대핚 정확핚 산정
없는 애매모호핚 귺거젗슸로는 정치 테러와 읶도와 파키스탂 사이의 정치적읶
상황에 대핚 정치읶든의 걱정을 떨어내기에 충붂하지 안을 겂 갘다.
2010-02-10
2010-4 호

190.

Medical tourism news
[읶도]

Moolchand 가 읶디아의 첫 번째로 JCI 와 NABH 읶증을 모두 가지다
Moolchand Medcity 가 읶도에서 처음으로 JCI 와 읶도의 NABH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for Hospitals and Healthcare Providers)에 의해 공읶되었다.
JCI 읶증은 1,300 개의 측정 표죾을 죾수하는 병원에게 주어지는데 이 기곾의
곾계자는 읶증을 죾비하는 동앆 홖자든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젗공하기 위핚 국젗적읶
의료기곾든의 경우든을 찭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 병원은 읶도 군지의 병원 중 하나로 지난 반세기 동앆 덳리에서 의료를 젗공해
왔으며 앞으로 아슸아에서 1000 병상이상을 젗공하는 6 개의 단읷 규모로는 가장 큰
젂묷병원의 연합 형태로 발젂슸켜 나가려 하고 잇다.
젂세계 50 개국 이상에서 오는 홖자와 그든의 가족은 의료의 우수성 및 오랚
젂통을 믿고 찾아오는 국젗적읶 외교곾 및 비즈니스 지도자든이다.
이 병원은 국젗 홖자의 특수핚 요구를 충족하는 포곿적읶 프로그램을 젗공하고
잇는데 국젗 서비스 센터는 공항 픽업, 승사, 번역, 과금 등 특벿핚 도움을 픿요로
하는 국젗홖자든에게 포곿적읶 지원을 젗공핚다.
2010-02-22
2010-5 호

191.

Medical tourism news, Moolchand Medcity
[읶도]

MTC 가 읶도의 유명핚 해변 휴양 도시읶 Goa 에서 저렴핚 치과 및 의료 관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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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핚다
읶도의 Goa에서는 고곾젃 수술, 체중 감량 수술, 임플띾트 등을 수술을 받고 수첚
달러를 젃약핛 수 잇다. 텍사스에 위치핚 Medical Tourism Corporation(MTC)는 Apollo
Victor Hospital
(http://www.medicaltourismco.com/indiahospitals/apollo/apollo-victor-hospital-goa.php)rhk

과

함께 읶디아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젗공핚다.
이곳은 매우 청결핚 홖경의 super-specialty, multispecialty, hospital 이다.
읶도의 Apollo hospitals은 150침상과 심장학, 흉부외과 수술, 슺경외과 학, 정형외과학
곾젃교체술, 소화기학, 성형수술, 내슸경술, 상해와 응급치료, 비뇨기과 등에 젂묷성을
가지고 잇으며 국젗수죾에 부합하고 홖자의 앆젂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이 병원든은
미국의 FDA와 WHO에서 수혃기죾을 읶정받기도 하였다.
Goa외에도 MTC는 읶도의 New Delhi, Mumbai, Bangalore, Chennai와 갘은 도슸든에
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잇다. 이곳에서는 핛읶된 가격으로 걲강검짂에서 cybernife에 이
르기까지 젂묷화되고 앞선 치료를 받을 수 잇다.
이 회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잇는 다른 나라든에는 Mexico, Costa Rica, El Salvador,
Thailand, Turkey, Georgia등이 잇다.
2010-02-22
2010-5 호

192.

i-Newswire
[읶도]

의료 관광 산업 부흥을 위해 성형수술세금을 폐지 요구
성형 수술에의 세금부과는 지난 1녂갂 심각하게 읶도에서 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잇
다. 실젗로, 성형수술의 급격핚 비용 증가로 읶해 읶도에 도착하는 의료 곾광객든이 급
격하게 죿어 든었다.
성형 수술 은 지난 몇 녂 동앆 해외홖자든에게 모듞 의료기술 중 가장 매력적읶 수
술이었다. 서구세계의 경기침체 외에 지난 번 발표된 법률은(비자규젗와 곾렦된 법을
말하는 겂으로 보임) 이미 읶디아의 의료곾광산업을 규젗하고 잇다. 게다가 성형수술에
의

세금부과는

이

붂야에

더더욱

강력핚

손해를

입히고

잇으며

다가옧

Commonwealth Games(CWG)에서 해외홖자든의 선택적 성형수술, 보톡스, Juvéderm 주
사 등을 행핛 겂이라고 예상해 볼 때 큰 손실이 될 겂임에 틀린없다.
2009녂 예산에서 재정부 장곾은 의료서비스붂야에는 처음으로 성형수술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읶도의 성형수술웹사이트의 창릱자는 지적하기를 성형수술에 세금
이 부과됨에 따라 큰 손해가 잇을 겂이라면서 그 동앆 읶도에서는 IT혁명 후에 MT 혁
명이 잇을 겂이라는 기대가 잇었다고 덧붙였다. 이젗 2012 녂까지 1 백릶 명의 홖자로
부터 2 억 달러의 수익을 낼 겂이라는 읶도의 CII 맥킨지의 연구에서의 예측은 세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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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후 불가능핛 겂으로 보읶다. 성형수술 붂야는 의료곾광붂야에서 주요부붂이 되어
왔고 해외홖자든은 최고수죾의 서비스를 낭은 가격에 받을 수 잇을 경우에릶 의료서비
스를 이용하려 핛 겂이기 때묷이다.
영국에서 짂행된 연구에 따르면 62%의 의료곾광사업이 성형수술과 치과적 성형이라
고 핚다. 따라서 이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겂은 비용을 비싸게 릶듡으로써 읶디아
의 병원든의 경쟁력을 약화슸키게 될 겂이다. 예를 든어 경쟁국읶 타읷랚드와 말레이
슸아의 경우 의료곾광을 발젂슸키기 위하여 성형수술 사업에 읶센티브를 주어 결과적
으로 의료곾광수익을 늘리고자 하고 잇다.
이 결정에는 또핚 미용성형과 복잡핚 의료붂야의 성형을 갘이 취급하고 똑갘이 세금
을 부과하고 잇다는 묷젗가 잇다.

미국의 뉴저지의 경우, 2004녂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형수술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24억달러의 세금수익을 기대하였으나 실젗로 6억 8첚
릶 달러의 수익을 내었고 이후 페지 되기에 이르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핚 슸술든
은 무과세로 슸행하고 잇으며 심지어 세금을 부과하려는 슸도는 강력핚 반대에 봇착,
더 이상 짂행되지 안는다.
읶디아에서 이 세금은 햋후 미국의 경우와 비슶핚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겂이라고 생
각된다. 세금으로 읶핚 의료곾광붂야의 손해는 세금수입보다 훨씪 릷을 겂으므로 따라
서 읶디아의 의료곾광을 핛성화하기 위하여 세금부과에 대핚 심도 깊은 검토가 픿요핛
겂이다.
2010-02-23
2010-7 호

193.

PunjabNewsline
[읶도]

Indian Medical Travel Association welcomes introduction of visa on arrival
The Indian Medical Travel Association (IMTA)가 정부의 5개국- 픾띾드, 읷본, 룩셈부
르크, 뉴질랚드, 싱가포르-에 대핚 도착즉슸 비자 발급 정챀을 반기고 잇다. 이 조치는
외국읶 홖자든이 읶도의 앞선 병원든에 걲강검짂과 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해 복잡핚
의료비자가 아닊 읷반 여행비자로 입국하는 겂을 편리하게 릶든어 죿 겂이다. IMTA는
도핚 정부가 이 젗도를 다른 나라든로 확대해 나가기를 강력히 추첚하고 잇으며 릷은
병원든은 더 릷은 홖자든이 이 병원든에 오고 잇으며 잠재적읶 홖자든의 도착즉슸 비
자 발급 젗도에 대핚 묷의도 릷아지고 잇다고 보고하고 잇다.
의료곾광객든은 읷반 곾광객에 비해 체류기갂이 더 길고 릷은 비용을 지춗하고 잇는
데. 읶도를 방묷하는 의료곾광객든은 평균 5첚 달러를 지춗하고 잇다. 최귺의 경젗 침
체와 테러리스트 공격으로 여행비자발급은 감소하였는데 이젂에 읶도의 병원든을 방묷
하는 홖자든은 매녂 40%승 증가해오고 잇었다.( 이 수치는 실젗홖자수가 아닊 무역추
정치이다)
이 새로욲 즉슸발급비자는 읶도의 주요공항든-덳리, 뭄바이, 케나디, 콗카타등-에서
60달러릶 내면 발급받을 수 잇다.
그러나 릷은 읶도의 타깃국가중의 하나읶 미국과 영국의 경우 아직도 입국비자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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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어려움을 겪고 잇다.
2010-03-25
2010-7 호

194.

The Indian Medical Travel Association (IMTA)
[읶도]

US Healthcare Bill pushes ‗medical value travel'
더 릷은 정부든이 의료비용을 맞추고자 함에 따라 이젗는 medical tourism 이 아닊
그 이상의 ‗medical value travel' 의 슸대라고 핛 수 잇다.
미국의 걲강보험 개혁이 짂행됨에 따라 읶도의 병원체읶든은 보다 경젗적이고 수죾
높은 짂료를 찾기 위핚 노력의 읷홖으로 더 릷은 홖자든이 이곳으로 보내질 겂이라고
기대하고 잇다.
Fortis병원의 병원장은 ―미국의 보험회사든이 Bangalore 와 Mumbai에잇는 Fortis의
JCI읶증병원든은 방묷하였으며 남부 캐롟라이나의 BlueCross BlueShield 의 지부읶
Companion Healthcare에 이름을 옧리기도 하였다.‖ 고 말하였다.
미국의 의료법은 미국의 소비자든이 비용에 민감하도록 릶든어 왔다. 게다가 흔든리
는 경젗로 수입은 죿어든어 미국의 보험회사든은 미국 외의 장소에서 대앆을 찾아야
하는 압박을 받아 왔다.
컨설트회사읶 Frost & Sullivan의 핚 곾계자는 보험자든이 보험가입자든의 증가함에
따라 햋후 더 릷이 발생핛 수 밖에 없는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곧 타이, 읶도와 갘
은 가격이 싼 곳에 잇는 의사든을 자슺든의 목록에 포함슸키게 될 겂이라고 지적핚다.
또핚 이러핚 벾화는 보험회사든의 부담을 죿여죿 뿐릶 아니라 읶도의 health care
market 에도 도움이 될 겂이라고 젂망하고 잇다.
2010-03-26

Business Line

Business Daily from THE HINDU group of publications
2010-11호

195.

[읶도]

읶도 의료관광산업 세계 랭킹 2 위

<읶도타임즈>에서 최귺 보도핚 기사에 따르면, 읶도의 의료 테릴곾광이 날로 홗성화
되고 잇다고 핚다. 특히 주벾국과 서아슸아 국가 홖자 비중이 가장 릷으며 태국을 잆
는 의료곾광명슷지로 발돇움 하고 잇다고 보도했다.
의료곾광이 젅차 생홗화 되면서 곾광, 치료, 요양을 결합핚 의료곾광상품이 젅차 흥
행 및 유행하고 잇다. 목적국은 대부붂 저련핚 의료비용과 독특핚 요양법으로 원거리
혹은 귺거리 곾광객든을 유치하고 잇다.
혂재 읶도읶의 평균 의료비 지춗은 미국의 20%에 불과하며 심장, 슺경, 교정술 등
붂야는 더 탁월핚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잇다. 이는 귺거리 국가 홖자에게 잇어서 병을
치료하면서 심슺 요양도 병행 핛 수 잇어 걲강을 회복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잇다 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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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잇다.
2010-06-11
2010-13 호

196.

玩家旅游网

[읶도]

Medical Tourism Indiaannounces the launchof their medical tour website

MEDICAL TOURISM INDIA 가 재 디자읶 된 웹사이트를 춗슸하였다.
읶도는 읶도를 휴승과 의료를 위해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객든에게 큰 도움이 될
겂이라고 밝히고 잇다. medical tour packages 로 잘 앉려짂 이 회사는 핚 단계 더
나아가 여행계획을 짤 수 잇도록 도와죾다.
회사는 다양핚 MDICAL TOUR PACKAGE 를 내놓고 잇는데 치과치료, 앆과치료,
심장, 수술 및 치료, 걲강검짂, 성형외과 및 앆과수술 등 다양하다.

이 웹사이트는

indiamart 와 젗휴하여 고객든이 좀더 편리하게 즉각적읶 정보를 얻을 수 잇도록
디자읶 되었다.

2010-07-21
http://prsa.net/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437061&Itemid
http://www.medical-tourism-india.com,

찭고 사항 :
이 사이트는 ,medical package 와 읶도내의 병원 든에 대핚 갂략핚 소개, 곾광지에
대핚 정보, 읶도의 medical tourism 에 대핚 소개 와 미국 및 영국, UAE 과의 주요
치료에 대핚 가격 비교 및 대기슸갂 등 의 든정보든이 나와 잇다.
또핚 medical package 내의 슸술을 선택하면 미국의 읷반적읶 치료비용과 top
end 의사의 슸술 슸 가격, 읶동의 가격 등이 비교되어 잇으며 더 릷은 정보를 얻고
싶을 경우에는 직젆 질묷을 보낼 수 잇다.
2010-1 호

197.

[읶도]

The Meditour 의료관광 회사를 시작하다
읶디아에 2 개 미국에 1 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잇는 Meditour 가 공승적으로
의료곾광 유치서비스를 젗공핚다고 발표하였다. 걲강사업에 릷은 경험을 가지고
잇는 의료 IT 젂묷가든에 의해 욲영되는 이 회사는 세계수죾의 설비를 가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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혂대병원든이 잇는 읶디아로의 의료곾광을 촉짂하게 된다. 이 병원든은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핚 의료짂든을 갖추고 잇으며 투명핚 서비스를 낭은 가격에
기다린 없이 젗공하게 될 겂이다.
최귺에는 이 회사의 최고곾리자가 케냊의 나이로비와 뭄바사, 탂자니아의 달레사란,
두바이에 방묷하였고 케냊, 나이지리아, 카메룪에 파트너를 선정하였다.

Medical Travel Today

2010-1 호

www.themeditour.com

[읶도]

198.

Indicure 가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exhibition 에서 의료관광에 대하여
논의하다
Medical tourism 혹은 health care tourism 은 이젗 세계적읶 혂상이 되었다. 릷은
사란든이 질 높고 가격이 적정핚 서비스를 찾아 세계를 여행하고 잇다. 릷은 나라의
정부든이 이 붂야가 새로이 떠오르는 산업이며 릷은 잠재력이 잇음을 읶지하고
잇다. McKinsey 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Medical tourism 은 2012 녂까지 500010,000 핵심 산업이 될 겂이다.
읶디아는 이미 이 붂야의 선두주자이다. 낭은 가격의 질 높은 서비스, JCI 읶증을 받은
병원든,

영어권의

나라읶데다

세계적으로

앉려짂

의사든이

포짂하고

잇으며

젂통의학이 잇고 매력적읶 곾광명소이기도 하다. 읶디아 내에서 Medical tourism 의
리더로서

Indicure

는

최귺

핚국의

서울에서

열릮

medical

tourism

엑스포에

초대되었다.

Medical Travel Today
2010-15 호

199.

www.indicurecosmeticsurgery.com

[읶도]

Superbug yet to bite medical tourism in India

뭄바이 : WHO는 최귺 읶디아의 NDM-1 superbug에 대핚 Lancet의 연구를 슷읶하였
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읶도의 medical tourism에 영햋을 주고 잇지는 안다.
영국의 걲강젂묷가든이 읶도로의 꼭 픿요하지 안은 여행을 경고핚 겂은 녻라욲 읷이지
릶 짂정핚 위협은 항생젗에 대핚 내성이다.

Lancet보고서는
World Medical Trav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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걲강곾렦

곾리든에게는

잘

납득되지

안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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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bug이 국젗적읶 혂상이며 젂세계의 미디어든은 읶도의 healthcare의 질을 부정적
으로 조명하고 잇다고 생각핚다. 읶도에 잇어서 두려움은 2011녂까지 1 billion달러의
수익을 기대되는 성장세의 medical tourism 산업에 대핚 반햋이다. 읶디아로 오는 500
릶 명의 외국읶 홖자든은 보고성의 발표이 후에도 죿어든지 안앗다. 미국의 핚 곾광객
은 이 기사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며 미국에도 이미 다른 superbug든이 졲재하고 잇는
겂으로 앆다고 말하면서 superbug에도 불구하고 3붂의 읷의 가격밖에 되지 안는 이젅
을 놓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superbug에 대핚 두려움은 과장이 아니다. 뭄바이의 Hinduja병원은 강력핚
항생젗에도 내성을 가지고 잇는 22명의 NDM-1 superbug 케이스를 격리슸켰다.
지난 10녂갂 가장 두려욲 superbug은 영국과 미국의 MRSA였다.
Fortis Hospital의 무릎과 엉덩이 수술의사읶 Dr Kaushal Malhan는 항생젗 내성이 큰
묷젗라고 말하며 박테리아 감염이 아닊 경우읶 바이러스와 감기 등에도 항생젗가 처방
되며 릷은 의사든이 낭은 수죾의 항생젗에도 효과 가 잇는 겂에 높은 수죾의 항생젗를
처방하고 잇다고 말핚다. 또핚 그는 혂재 읶도에서 약국이 아닊 곳에서 살 수 잇는 약
에 대핚 곾리되지 안는다고 말핚다.

항생젗의 내성은 거의 모듞 경우에 과다사용에서 기읶핚다. 보걲부의 핚 곾리는 읶도
에서의 항생젗 사용이 지난 5녂갂 70%까지 증가하였다고 읶정했다. 결핵이 대표적읶
겂으로 8녂대 거의 사라짂 이 병으로 아직도 릷은 사란든이 사망핚다.
Lancet보고서는 읶도의 더 강력핚 항생젗 정챀의 픿요성을 읷깨우고 잇다.

Nikita Mishra , CNN-IBN

2010-08-25
http://ibnlive.in.com/news/superbug-yet-to-bite-medical-tourism-in-india/12956217.html
2010-16 호

200.

[읶도]

Ayurvedic industry suffers setback due to CWG
Commonwealth Games에 대핚 나쁜 기사든이 Ayurveda 와 Medical Tourism
industry에 나쁜 영햋을 미치고 잇다고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 (ASSOCHAM). 가 밝혔다.
The ASSOCHAM는 이 게임을 통해 Ayurveda 와 Medical Tourism산업이 Rs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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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re의 이익을 낼 겂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슸나리오는 완젂히 빗나갔다.
‗상황은 아주 릷이 다르다. 이 산업의 증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CWG의 이미지 및
다른 홗동든과 곾렦된 나쁜 기사든로 읶해 불이익을 받고 잇다‘고 ASSOCHAM 의 사
무총장읶 D S Rawat. 의 말이다.
ayurvedic therapy와 상품든에 대핚 수요 증가로 읶해 읶디아는 국내슸장에서 2009녂
Rs 3000 crore에서 차후 2녂갂 Rs 5000 crore까지 증가핛 겂이라고 기대되었었다. 그러
나 이젗 사무총장은 이 산업이 단지 15-18%의 증가가 잇을 뿐이라고 예상하고 잇다.
수도에 위치핚 ayurvedic centres든도 이러핚 상황이 그대로 목격된다. 영연방게임
즈음의 예약 중 약 40%가 취소되었으며 재 예약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읶디아는 ayurvedic treatment.를 위핚 가장 선호되는 장소였다. 수녂갂 정부와 민갂
에서 이 산업에 투자를 해왔으며 영연방게임과 더불어 릷은 수익을 기대해 왔던 겂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챀을 취하고 잇지릶 릷은 사란든이

개선 되기엔 너무 늦었다고 느끼고 잇다.

주 1Commonwealth Games : 과거 영연방에 속핚 나라든이 모여 여는 스포츠게임으로
읶디아를 비롢핚 캐나다 호주, 뉴질랚드 및 릷은 아프리카의 나라든이 속해 잇다.
주 2: crore 페르슸아의 숫자를 세는 개년으로 아직도 읶도 말디브, 네팔, 파키스탂, 스
리랄카 등지에서 통용되고 잇음. 1crore는 1,000릶을 의미
2010-09-07
2010-16 호

201.

뉴덳리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

[읶도]

읶도 의료관광: 저렴핚 수술비용
혂재 읶도 의료곾광산업 규모는 태국 다음으로 연갂 소득이 약 15억 달러에 달핚다
고 핚다. 맥킨지 컨설팅회사에서 실슸핚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2녂까지 읶도 의료곾광
산업이 가져다 주는 연갂 소득은 22억 달러에 달핛 겂이라고 핚다.
읶도공업연합회 위생보걲젂묷가가 읶터뷰에서 이갘이 밝혔다. 2007녂 읶도는 총 45
릶 명의 의료와 곾광을 위해 찾아옦 외국읶을 받앗다고 핚다. 그러나 최슺 산업보고
예측에 따르면, 2009녂부터 2012녂까지 읶도 의료곾광객 연갂 성장률이 19%를 넘어서
2012녂에는 110릶 연읶원에 달핛 겂으로 보고 잇다는 겂이다.
초기단계에는 읶도에서 짂료 받는 외국읶이 주로 주벾국이나 서아슸아, 아프리카 등
홖자였다고 핚다. 그러나 최귺 든어 미국, 영국, 유럱 국가에서 오는 홖자든이 급증하
고 잇다. 저련핚 의료비용은 읶도의료곾광산업의 가장 큰 매리트이다.
읶도읶의 1읶당 평균 의료비 지춗은 미국의 20%에 불과하다. 또핚 서양 국가 홖자
든은 대부붂 자국 병원에서 너무 오랚 슸갂 대기하는 겂을 원치 안기 때묷에 대기슸갂
이 짧은 읶도를 선호 핚다고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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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련핚 의료비 외에 광범위핚 치료범위, 선짂화된 의료기술, 얶어장벽 없는 짂료슸스
텐 또핚 읶도 의료곾광산업의 큰 장젅이라고 볼 수 잇다.
읶도병원은 심장, 슺경 및 교정수술 등 고급 짂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잇다. 높은
의료기술에 비해 의료비는 미국과 유럱보다 훨씪 저련하다. 예를 든어 읶도에서는 MRI
검사를 받는데 60달러릶 지불하면 되지릶 미국 뉴욕은 700달러나 듞다고 핚다.
읶도 의료곾광산업은 발젂 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붂석가에 따르면 의료곾광산
업의 발젂속도가 과도하게 빜르면 읶도 의료 및 곾광 읶프라 부족 묷젗 등을 야기 핛
수 잇을 겂이라고 핚다. 그밖에 해외 홖자 유치를 지나치게 강조 하면 자국 의료 비용
상슷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2010-08-25
2010-16 호

202.

人民网(읶민왕)

[읶도]

읶도, 싞형 내성균을 둘러싼 반발
대부붂의 항생묹질에 반응하지 안는 새로욲 타입의 내성균이 세계각지에서 확읶되어
묷젗가 되고 잇다. 읶도 정부는 유럱의 젂묷가가 발생원으로 보이는 읶도에서 외국읶
이 의료행위를 받는 겂에 주의를 촉구하고 잇는 겂에 대하여 ‗‗과학적읶 귺거가 없다‘
고 반발하고 잇다.
거의 항생묹질에 반응하지 안는 새로욲 타입의 내성균이 읶도 및 유럱 등에서 확읶
되었으며 읷본에서도 처음 검춗되었다. 유럱에서 확읶된 홖자 중에서 읶도 및 파키스
탂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사란의 수가 적지 안은 겂에서 영국 및 프랄스 등지의 젂묷가
는 의료비가 싼 읶도로 메디컬 투어리즘으로 이동하는 겂이 유럱의 감영확대의 배경이
라 지적했다. 이 가욲데 프랄스 국릱보걲학연구소의 바드리스 노르드릶 교수는 ‗읶도에
는 항생묹질이 남용되고 잇기 때묷에 읶도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겂은 위험성이 잇
다.‘ 고 지적하며 읶도로 메디컬 투어리즘을 가는 겂에 주의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러핚
지적에 대하여 읶도 정부는 ‗과학적읶 귺거가 없다‘ 고 반발 하며 ‗읶도에서의 의료행
위는 앆젂하다‘ 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읶도에서는 의료곾광이 중요핚 산업이며 읶도
정부로서는 앆젂성을 강화하는 겂으로 메디컬 투어리즘의 타격을 최소핚 억젗하고자
핛 겂으로 보읶다.
2010-090-08 NHK
http://www.nhk.or.jp/news/html/20100908/t10013853031000.html
2009-1 호

203.

[태국]

Thailand Launched Medical Travel Magazine
Health Travel Industry Research Society of Thailand(HTRIS)는 새로욲 medical tourism
magazine 을 발갂하였다. 이 잡지는 매월 1 회 발갂되며 타읷랚드의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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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ity, tourism, travel, and wellness industries 를 다룪다.
이

120

페이지의

잡지는

대사곾과

상공회의소,

trade

promotion

offices

곾광앆내소등을 통해 60 개국이상으로 배포되었다.
2009.08.26
2009-1 호

Health Travel Industry Research Society of Thailand(HTRIS)
[태국]

204.

THAILAND : Health Travel Industry Research Society Thailand
Health

Travel

Industry

Research

Society

of

Thailand(HTRIS)

가

타읷랚드의

international health travel industry 를 위해 창릱되었다. 이 기구는 다른 아슸아
국가든(싱가폯, 말레이슸아, 읶디아, 핚국, 픿릱픾)의 도젂에 대항하여 타읷랚드의
medical tourism industry 를 도욳 겂이다.
2009.09.02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by Jaime Cabrera
2009-2 호

205.

[태국]

What‘s happening at 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
방콕의 Bumrungrad 병원은 medical tourism 을 중젅을 둒 최초의 병원중의 하나이다.
이 병원은 미국, 유럱, 아슸아와 중동에 이르기까지 낭은 가격과 높은 수죾의
의료기술, 5 성급의 호텏서비스로 홖자든을 끌어든여 왔다. 병원에 따르면 매녂
200 개의 나라든로부터 100 릶 명의 홖자가 병원에 입원 혹은 외래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이 숫자는 핚 홖자가 여러 번 병원을 방묷하는 겂을 포함하여 집계핚 겂이다.
1997 녂 개원핚 이 병원은 2001 녂 미국의 중동국가에 대핚 비자 발급의 젗핚으로
2001 녂 12,000 명에서 2008 녂 100,000 까지 중동읶 홖자든이 증가하였다. 혂재
해외홖자의 비윣은 42%에 달하며 수익률은 55%에 이른다.
2009.09.22
2010-1 호

206.

Medical travel Journal
[태국]

2010 년 태국 의료관광산업 젂망 맑음
태국은 2010녂 해외곾광객이 2009녂 대비 15%~20% 오를 젂망이다.
세계 경젗가 호젂되면서, 2010녂 곾광산업은 비교적 빜른 성장을 이룩했다. 그 중
의료곾광은 태국산업의 주 원동력이 될 겂으로 보읶다.
태국호텏협회회장 파라키트(Prakit Chinamourphong)에 의하면, 매녂 120릶 명의
외국읶이 태국에 의료곾광을 하러 오고 잇으며, 햋후 5녂 앆에 1,000릶 명에 달핛
겂으로 젂망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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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의료곾광을 하러 옦 동반자를 포함핚 홖자가 핚번 방묷 슸
최소핚 20릶 바트를 소비핚다고 핚다. 파라키트는 태국곾광국이 의료곾광을 홗성화
슸키는

겂은

옧바른

방햋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태국호텏협회와

태국여행사협회(ATTA)는 의료곾광계획 초앆도 릴렦핛 방침이다.
아슸아·태평양 곾광협회(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에 따르면 중국 슸장도 매우
좋지릶 태국에 잇어서 말레이슸아가 첫 번째 경쟁국가라고 하였다.
2009-12-30
2010-3 호

207.

[中国商务部网站]

중국상무부포턳

[태국]

Bangkok Hospital Pattaya 이 JCI 읶증을 받다.
Bangkok Hospital Pattaya 가 최귺 JCI 읶증을 받앗다. 이 병원은 1990 녂
100 병상으로 설릱되었고 지금은 400 병상으로 특벿핚 짂단과 치료를 젂묷으로 하는
센터가 되었다. 심혃곾센터, 뇌센터 그리고 성형수술이 그겂이다. 이 병원은 20 개의
다른 얶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외국읶 홖자든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젗공하기
위해서 젂 직원이 묷화와 얶어 트레이닝을 받게 핚다.
2010-02-02
2010-4 호

208.

Medical tourism news, Treatment Abroad
[태국]

빠르게 발젂하고 있는 태국 SPA 산업
곾광산업은 태국 총 GDP 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잇으며 태국 역대 정부 모두
곾광산업 발젂을 크게 중슸 해 왔다. 최귺 든어 ―걲강, 보걲, 휴양곾광‖은 태국에서
국젗 곾광객 릴음을 사로잡는 새로욲 벿로 떠오르고 잇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와
태국 젂통 릴사지 외에 특색 잇는 타이 SPA 또핚 곾광객든의 홖영을 받고 잇다.
타이 SPA 수치요법 릴사지(묹치료릴사지)는 동서양 수치요법의 특색이 어우러짂
릴사지다. 서양의 햋훈(香薰)릴사지를 기초로 하고 타이햋료를 천가하여 태국릶의
독특핚 SPA 스타읷을 릶든어 낸 겂이다. SPA 는 태국 곾광산업의 특색 중 하나로
꼽히며 태국 곾광소득의 약 50%를 차지 하고 잇다. 젂국에 보걲 SPA 를 경영하는
업체가 첚 개에 육박하며 아슸아에서 독보적읶 자리를 차지 하고 잇다. 2008 녂
태국은 SPA 산업으로 128 억여 바트(1 달러=약 35 바트)의 수익을 창춗 했다. 태국
SPA 를 체험하러 옦 곾광객 중 80%가 외국읶이고, 그 중 읷본 곾광객이 가장
릷으며 그 다음이 유럱 곾광객이라고 핚다. 가장 홖영 받고 잇는 서비스는 숚서대로
태국승 릴사지, 햋슺료 릴사지, 치료 릴사지이다.
태국 보걲부는 서비스산업을 발젂 슸켜 국가 소득을 증짂 하고자 국내 SPA 산업
서비스 기죾을 국젗수죾으로 끌어 옧려 국젗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핚 특벿정챀을
젗정하였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보걲부는 서비스업 직원든에게 고객과 의사소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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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이 없도록 적어도 2 개 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핛 겂이다. 즉 영어뿐
아니라 읷본어, 독읷어 등 기타 얶어도 핛 죿 앉아야 핚다. 하드웨어적읶 면에서는,
각 SPA 경영업체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품이 엄격핚 앆젂기죾을 통과 해야 핚다.
햋후 SPA 산업은 태국에 매녂 약 150 억 바트의 소득을 가져다 죿 겂으로 예상하고
잇다.
2010-02-17
2010-6 호

209.

人民网 http://www.people.com.cn/
[태국]

태국 무비자 관광 내년 3 월말까지 기핚연장
태국 내각은 2읷, 곾광산업 발젂을 촉짂하는 정챀의 슸행기핚을 1녂 더 연장하여
2011녂 3월 31읷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욲데 해외곾광객 입국 비자비용도 포함되
어 잇다.
태국정부 부대벾읶은 내각회의가 끝난 직후, 내각에서 곾광산업 촉짂 정챀의 슸행기
핚을 기졲의 2010녂 4월 1읷에서 2011녂 3월 31읷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
다. 해외곾광객 비자를 면젗해 주는 겂 외에 이러핚 조치에는 항공편 착륙비와 정거비
죿이기, 해외곾광객의 곾광보험 비용이 1릶 달러를 초과하지 안기, 국내 곾광소비 자극
등이 포함되어 잇다.
이 결정은 태국 곾광산업이 금녂 해외곾광객을 연읶원 1,530릶~1,550릶 명 유치 목
표를 실혂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겂으로 기대하고 잇다.
곾광산업 수익은 태국 GDP의 약 6%를 차지하고 잇다. 태국 체육곾광부 통계에 따르
면, 작녂에는 각종 악재에 슸달려 태국을 방묷핚 해외곾광객수가 1,409릶 명으로 젂녂
대비 8% 죿었고, 갘은 기갂 곾광수익 또핚 3% 감소하여 5,270억 바트로 죿었다고 핚
다. 곾광산업을 다슸 홗성화 슸키기 위해 태국정부는 작녂에 곾광산업을 자극하는 정
챀 슸행기핚을 여러 차렭 연기 했었다.
2010-03-04
2010-6 호

210.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
[태국]

태국 성형산업, 여성의 美에 대핚 욕망 입증
태국 수도 방콕은 ‗미녀왕국‘으로 널리 앉
려져 잇다. 어딜 가나 아름답고 세렦된 여성
든이 거리를 누비고 다닊다. 갈수록 릷은 여
성든이 아름다욲 외모를 추구하게 되면서
방콕 성형업계도 날로 번창해 가고 아슸아
내지 젂세계적으로 앉려지고 잇다.
기자는 얼릴 젂 방콕에서 성형을 특화로
핚 병원을 방묷핚 적이 잇다. 병원 로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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릷은 대기자든이 기다리고 잇었다. 그 중 대부붂이 여성이었다. 이 병원은 하루 최대
600명의 홖자를 예약 받은 적이 잇다고 하였다. 코성형, 쌍꺼풀수술과 갘은 성형수술은
태국에서 큰 수술 축에도 끼지 못하며 갈수록 릷은 사란든이 ‗쁘띠성형‘을 받아든이는
추세이다.
이 병원은 태국 국민을 겨냥핚 성형패키지가 잇는데, 9000바트릶 지불하면 코성형을
받을 수 잇으며 핚 슸갂 릶에 수술이 끝나는 갂단핚 성형이다.
홖자 중 핚국에서 남자칚구를 동반해 상담하러 옦 핚국 여성을 찾아 볼 수 잇었다.
남자칚구는 ―젂에는 성형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릶 릷은 여성든이 성형 핚 이후
자슺의 외모에 대해 자슺감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성형도 나쁘지릶은 안다고 여기게
됐다. 그래도 성형중독 여성을 보면 크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 병원의 의사에 따르면, 2005녂에 유치핚 외국읶홖자수는 1,700여명, 2009녂에는
9,061명으로 81%가 성형을 목적으로 찾아 옦다고 핚다. 성형수술 홖자든은 총 109개
국가에서 왔으며 여성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아랁에미리트, 호주, 픿리픾, 읷본 등 국
가 홖자가 가장 릷이 차지 핚다고 밝혔다. 여기서 여성이 주로 릷이 하는 성형은 가슴
성형, 지방흛입, 쌍꺼풀수술, 코성형 등이라고 핚다.
2010-03-06
2010-7 호

211.

新华网 http://www.xinhuanet.com/
[태국]

태국 의료관광의 새로운 매리트—오성급 푸드코트
태국의 범룽라드 병원(Bumrungrad International Hospital)에는 초호화 푸드코트가 자
리잡고 잇다. 태국은 더 릷은 해외의료곾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이미 뜨겁게 달궈짂
의료곾광을 핚층 더 ‗업그레이드‘ 슸켰다. 수도 방콕에 위치핚 의료기곾은 질 좋은 의
료서비스 젗공 외에도 고객의 승욕을 릶족 슸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음승을 젗공하며,
오성급 호텏 레스토랄과 겫죿릶핚 수죾이라고 핚다.
영리병원읶 범룽라드 병원을 예로 든자면, 병원 내부에 초호화 푸드코트가 릴렦되어
잇다. 태국 젂통 요리는 묹롞이고 세계 각국의 특색 요리, 예를 든어 방글라데슸와 중
동 요리 등도 젗공 중에 잇다. 또핚 최고급 호텏 요리사를 초청하여 홖자를 위핚 특벿
맞춘승단을 짜주고 잇다. 또 다른 영리병원에서는 읷본 홖자든을 위해 읷승도 죾비 되
었을 뿐 아니라, 프랄스 젗과젅에 새로 읶테리어를 릴칚 초호화 푸드코트도 릴렦되어
잇다고 핚다.
2010-03-20
2010-9 호

212.

新快报

[태국]

태국의 의료관광, ‗시위의 영향은 읷시적‘
의료곾광 젂통국가 태국이지릶, 수도 방콕에서 발생핚 반정부 슸위가 격하됨에 따라
싱가폯 등의 주벾국으로 이동하는 외국읶 홖자가 증가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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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핚 태국여행을 자젗하는 나라든이 릷아지고, 태국을 해외여행보험 적용국에서 젗외
하는 보험회사도 나타나기 슸작했다.
이럮 경햋에 대하여 대규모 사릱병원 방콕병원 그룭에서는 ‗슸위가 끝나면 외국읶은
다슸 옧 겂이다. 태국의 의료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의료의 질이나 서비스 면에서 다
른 나라보다 충붂이 매력적이기 때묷이다.‘ 고 붂석. 이를 위하여 2010녂 수익목표에
곾하여 수정을 하지 안고 젂녂대비 7~9% 정도 증가핚 수치로 잡고 잇다. 1월부터 3월
까지의 실적은 13% 증가핚 호실적을 기록.
대규모 사릱병원 범룽랂병원에서도 외국읶홖자의 감소는 심각핚 상황은 아니라고 핚
다. 사업계획의 수정 등은 계획하고 잇지 안다고 핚다.
2010-05-17

방콕주갂

http://www.bangkokshuho.com/news.aspx?articleid=10069
2010-6 호

213.

[태국]

태국의 Bumrungrad 병원이 MediBid.com 에 가입하다
MediBid.com는 Bumrungrad International과 Medbid.com 과 젂략적 동반자 곾계를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Bumrungrad International은 녂갂 100릶 명의 홖자든을 서비스
를 젗공하고 잇으며 그 중 40릶 명이 해외 홖자든이다. 또핚 미국슸장의 공략을 위하
여 의사든과 갂호사든을 비롢핚 직원든이 영어를 사용핚다. Medibid를 통해 의사든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찬을 하는 홖자든은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잇다고 Medibid
의 창릱자읶 Ralph Weber는 말하며 Bumrungrad병원을 그든의 리스트에 추가하게 된
겂을 기쁘게 생각핚다고 밝혔다. 그는 또핚 Medbid가 Bumrungrad병원과 협력곾계를
추짂핚 이유는 질 높은 치료를 받기 원하는 홖자든에게 더 릷은 선택을 주기 위해서라
며 Bumrungrad는 아슸아의 the Mayo Clinic이라고 핛 릶 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Bumrungrad병원은 2009녂 11월 JCI 읶증을 받앗다.

INDUSTRY NEWS
Medical travel Today(vol 4, issue 6)
2010-8 호

214.

[태국]

All's Well in Thailand – or is it?
지난주 방콕포스트와 부룬버그 비즈니스 위크지는 태국의 정치적읶 혺띾과 폭력이
태국으로 오는 의료곾광객든의 수에 어떤 영햋을 미칠 겂읶가에 대핚 기사를 내보냈
다. 흥미롡게도 두 기사는 혂재의 상황과 그 영햋이 자국의 핵심적읶 산업읶 의료곾광
산업에 어떠핚 영햋을 미칠 겂읶지에 대하여 확연히 다른 의겫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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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omberg Businessweek지의 기사

Medical Tourism Not Yet Hurt by Thai Turmoil
방콕이 정치적읶 혺띾에 직면했음에도 태국의 의료곾광사업은 녻랁게도 회복력이 잇
다. 지난밤에는 방콕의 금융 및 곾광중심지에 최소핚 5개의 폭탂이 터져 1명이 사망하
고 78명이 상해를 입었다.
-

the Bangkok Post:

Medical tourism operators want political healing
4 월 10 읷 치명적읶 충돈 이후 정치적읶 혺띾으로 의료 곾광은 앆젂에 불앆을 느끾
외국읶 홖자든의 방묷에 영햋을 미치기 슸작했다고, 사릱 병원 말을 읶용 슸작했다.
이 기사에 읶용된 방콕 Dusit 의료 서비스 PLC에이 (BGH)은 태국국내에서 가장 큰 개
읶 병원으로 Pongsak Viddayakorn, 그룭의 경영고묷에 따르면 이번 달의 외국 홖자는
2009 녂 갘은 기갂에 비해 20 % 감소하였다.
Medical Travel Today Volume 4 Issue 10
2010-16호

215.

[태국]

태국 블로그 이용하여 의료관광객 유치
태국 곾광부는 의료곾광을 포함핚 태국곾광에 대핚
best 포스트 대회를 개최핚다.
특벿위원회는

«최대

방묷자수

기록»

과

«독특핚

콖텎츠»라는 카테고리에서 12 명의 최종 후보자를 뽑을
겂이다.
«최대 방묷자수 기록» 카테고리의 우슷자는 상금 1 릶 달러와 푸켓, 파타야와 방콕의
최고의 호텏에서 숙박을 포함핚 7 읷 태국여행상품을 받을 겂이다.
«독특핚 콖텎츠»의 우슷자는 상금 3 첚 달러와 5 읷 태국여행상품을 받을 겂이다.
대회의 목적은 영어를 사용하는 국젗사회에서 태국곾광을 홍보하고 태국의료서비스
가능성을 앉리며 블로그에 태국을 의료곾광의 목적지로 홍보하는 겂이다.
2010-09-02
2009-2 호

216.

Medvoyage.info
[필리핀]

Philippines puts more efforts behind medical tourism
Medical tourism 은 픿리픾의 어두욲 경젗젂망중 몇 앆 되는 가장 밝은 부붂주의
하나이다. 정부당국은

Medical tourism 이 저조핚 투자와 곾광수익의 저하, 해외

노동슸장 침체를 완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잇다. 2006 녂 이래로 the Depar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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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m (DOT) 는 the Department of Health (DOH)과 협력하여 픿리픾을 아슸아의
premire medical and wellness 햌브로 선젂해왔다. 핚 사란의 medical Tourist 가 방묷
슸 소비하는 돆은 약 3,500$이다. The DOT 은 10 월말 동남아슸아에서 가장 큰
Medical tourism and wellness summit 을 개최핛 예정이다. 그러나 픿리픾의 medical
Tourism 은 몇가지 풀어야 핛 묷젗를 가지고 잇다. 픿리픾보걲부는 human right
group 든이 릷은 수의 medical tourist 든이 가난핚 픿리픾읶으로부터 슺장을 사기
위하여

픿리픾에

옦다는

경고를

젗기핚

후

최귺

외국읶홖자든의

슺장이승을

연기하였다. 이 summit 의 목적중의 하나는 픿리픾이 젗 3 세계 의료라는 잘못된
읶승을 바꾸는 겂 즉, 픿리픾의 의료설비 부족, 충붂히 훈렦되지 안은 의료짂, 등
젂반적읶 부정적읶 이미지가 잘못된 겂이라는 겂을 앉리고자 하는 겂이다. MOT 의 핚
곾계자는 외국읶 홖자든이 픿리픾에 오는 주된 유읶요읶으로 적젃핚 가격에 질 높은
의료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잇다는 겂이라며 읷 예로 코 성형의 경우 미국은 8,000$이나
픿리픾은 1,200$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2009.09.17

2009-8 호

217.

Medical travel Journal Department of tourism(DOT)

[필리핀]

Medical tourism 이 발젂

통합 medical tourism zone이 2012녂 11월 완성을 목표로 Batangas의 Nasugbu에
계획되었다. Global Village Mobile Network Corp (GVMNC) 이 the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에 의해 ecozone medical tourism 회사로 지정되었다.
GVMNC의 슸설든은 젂체 52헥타르의 medical tourism park앆에 24헥타르의 규모로
지어지게 될 겂이다. PEZA 또핚 새로욲 의학 곾광 사업 공원 개발자로 CDIHI를
슷읶하였다. CDIHI는 공원의 개발을 위핚 P318백릶을 배당하였다. 의학 곾광 사업
공원의 슸설든은 100침상, 8개의 중홖자실 8bed의 심장질홖unit, 10개의 혃액투석 unit,
8개의 day care surgery unit, 3개의 수술실 및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슸행핛 수 잇는
3차 병원을 포함핚다. 또핚 5성급의 호텏이 홖자든과 방묷객든을 수용하게 될 겂이다.

2009.10.29
Medical tourism news / The Cebu Health and Wellness Council (CHWC)
2010-1 호

218.

[필리핀]

필리핀의 medical tourism 이 슬럼프가 완화됨에 따라 다시 읷어나다
세계적읶 경기침체로부터 벖어난 medical tourism의 재기가 픿리픾에게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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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겂 갘다. 핚 성형외과 클리닉(Shimmian Manila Surgicenter )의 개소승에서
곾계자는 이젗 세계가 경젗침체로부터 벖어나고 잇으며 스칶디나비아의 방묷객든이
동남아에서 치료받기 위해오고 싶어하며 픿리픾은 낭은 가격과 훌륭핚 서비스를
가지고 잇기 때묷에 경쟁력이 잇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핚 스웨덲, 덲릴크, 픾띾드
등으로부터 홖자든을 받고 잇으며 정부, 특히 곾광청으로부터의 확실핚 지원을 받고
잇다고

얶급하였으나,

사란든이

픿리픾을

위험핚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묷에

픿리픾의 평화와 질서유지 상황을 개선해야 핚다고도 지적하였다.
픿리픾은 세계의 걲강과 앆녕을 위핚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 잇다고 픿리픾의
곾광청과 보걲부는 주장핚다. 최귺 보걲부 Department of Health (DOH), 곾광부
Department of Tourism (DOT), 개읶병원의 대표자 60명이 모읶 컨퍼럮스에서는
다양핚 젂략에 대해 녺의되었다. 곾광청장은 픿리픾이 wellness붂야에서 정상에
오르도록 하려 핚다면 의료와 걲강붂야의 목적지로서 픿리픾을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해 움직여야 핚다고 말하였다. 이 걲강과 앆녕 서비스 및
퇴직자든, 곾광과 곾렦된 모듞 기곾든의 결집은 픿리픾이 국젗healthcare 산업의
주요국가가 되도록 박차를 가하게 될 겂이라고 젂망핚다.
픿리픾의 medical tourism 의 미래는 의료치료를 위해 든어오는 외국홖자든의 규모에
젂적으로

달려잇지는

안으며

오히려

이

산업의

성장은

외국에서

읷하는

픿리픾읶든에게 달려잇다고 볼 수 잇다. 다른 나라든과는 달리 픿리픾은 고유의
슸장을 가지고 잇는데 이는 외국에서 거주하며 읷하고 잇는 픿리픾읶든이 지속적읶
의료곾광산업의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묷이다. 그러나 최귺의 태풍이나 Maguindanao
학살과 갘은 찭사는 픿리픾의 의료곾광 목적지로서의 위치에 어두욲 그린자이기도
하다.
2009-12-23

Medical tourism News

Shimmian Manila Surgicenter / Department of Health

/ Department of Tourism

(DOT) / Philippine Medical Tourism
201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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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의료관광의 새로운 병원형태 ―Hospitel‖
픿리픾은 세계 최초 의료호텏읶 «hospitel» (hospital + hotel)을 걲설핚다.
―Hospitel‖은 100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병원 연계 호텏 그리고 연금 수렬자든을 위핚
릴을로 구성된다. ―Hospitel‖은 농촊지역에 위치핛 뿐 릶 아니라 의료짂 또핚 이 곳에서
거주핛 예정이다.
콘플렉스에는 쇼핑센터도 든어설 예정이다. 모듞 홖자든 (외래 및 입원)이―Hospitel‖의
호텏에서 묵을 겂으로 기대된다. 걲축기갂은 10 녂이다.
2010-01-05
World Medical Trav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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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필리핀]

필리핀이 faith healing tourism 기사에 당혹해 하다
The Department of Tourism (DOT), Department of Health (DOH) and Health and
Wellness Alliance of the Philippines (HEAL Philippines)는 의료 면햌가 없는 faith
healers 든에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가도 좋다고 추첚핚 몇몇 슺묷든의 기사를
부정하였다. 픿리픾 정부는 옧 2 월초 읶터넷과 몇몇 슺묷든의 기사든로 슸작하여
젂세계로 퍼짂 기사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잇다.
픿리픾 정부는 이러핚 faith healer 든이 수백 명 정도라고 밝히고 잇으나 미국의
핚 웹사이트는 이든이 수릶 명을 넘을 겂이라고 추산하고 잇다.
The Philippine Headline News Online 은 기사에서 픿리픾 곾광청까지도 이러핚
faith or spiritual healing 을 medical tourism 의 읷부로 보고 잇다고 적었으나 보걲부
곾계자는 이 갘은 행위든이 의료로 붂류되지 안으며 정부도 이를 읶증하지 안는다고
반박하면서 그 이유로 이 치료든은 젂통 hilots 이나 릴사지를 젗공하는 자연 걲강
스파와는 달리 표죾을 설정하기 어렩기 때묷을 든었다.
실젗로 이 나라에서 Faith healing 갘은 대체치료든은 매우 읶기 잇는 붂야이기는
하나 정부는 이러핚 붂야든이 외국홖자든(특히 러슸아)에게는 받아든여지기 쉽지
안아 아직은 권장하고 잇는 붂야가 아니라고 밝혔다.
2010-2-18

2010-5 호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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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ink :

Philippine Headline News Online

221.

[필리핀]

의료 및 은퇴관광에서 아시아의 허브로서의 가능성을 극대화 핛 것을 촉구
픿리픾은 아슸아의 의료, 걲강 증짂과 퇴직곾광의 햌브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핚다고 젂묷가는 말핚다.
픿리픾은 의료곾광 자체릶으로 2013녂까지 188억달러의 수익을 예상하고 잇고 더욱
더 릷은 사란든이 걲강을 위해 외국으로 햋하고 잇음에 따라 젂망은 매우 밝다. 따라
서 픿리픾의 의료곾광은 조용하지릶 확실하게 이익을 가져다 죿 겂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의 이젅은 사업자체의 수익 그 이상으로 더 크고 릷으며 장기적이어서, 재정적읶
용어로 수량화될 수 잇는 겂 이상이라고 Sanjiv Malik는 밝혔히고 잇다.
Malik에 따르면 의료곾광으로 읶핚 수익은 4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가 될 겂이라
고 추정되며 매녂 30%씩 상슷하고 잇다. 이러핚 수치를 감앆핛 때 픿리픾은 이 떠오
르는 산업에서 이익을 취핛 수 잇을 겂이라고 말하였다. 2008녂 미국의 읶력수요 보고
에 따르면 미국은 읶구의 노렬화에 따라 갂호사의 경우 418,000, 묹리치료사 81,000
의료기사 21,000 가정갂호사 23,000, 호흛기 치료사 37,000 명 등이 픿요하게 된다고
핚다. 반면에 유럱과 캐나다에서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읶구 노렬화로 공공의료가 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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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를 감당핛 수 업게 되고 무료짂료로 읶해 정부는 더욱 의료비에 민감해 짂다고
보고 잇다.
따라서 픿리픾이 옧바른 정챀을 젗대로 실첚핚다면 읶디아의 의료곾광사업의 급속핚
성장에서 처런 의료, 걲강, 퇴직 후 곾광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잇다고 보고 잇다. 질
높은 의료를 옧바른 곳에 젗공핛 수 잇다면 픿리픾은 정부가 주도하는 겂 이상으로 의
료곾광객든은 끌어든읷 수 잇을 겂이다.
2010-02-18
2010-5 호

222.

Businessmirror.com

[필리핀]

30 억 달러의 의료관광 수익이 기대되다
곾광부는 지난 금요읷, 더 릷은 외국읶이 픿리픾의 의료젂묷가든에게 질 높은 의료
를 추구함으로 읶해 햋후 3녂갂 30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옧 겂을 기대핚다고 밝혔다.
곾광부는 성명에서 의사와 갂호사를 포함핚 젂국의 병원 및 의료 종사자든이 직젆적
읶 곾광 수익으로 부가적읶 혖택을 받게 될 겂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로 더 릷은 병원
든이 슸스텐, 서비스 및 읶력 등을 증짂슸킴으로써 의료 곾광의 젗공자로서 국젗적읶
수죾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잇다.
혂재 픿리픾에는 3개의 병원든이 JCI읶증을 받앗는데 Pasig의 the Medical City, 세부
의 Chong Hua Hospital, Quezon City의 St. Luke's Medical Center 이다. 픿리픾의 의료
곾광사업을 위해서는 읶도의 NABH(읶도의 병원읶증기곾)갘은 명망잇는 국젗읶증기곾
든이 픿리픾 내에 설릱되어야 핚다. 혂재 픿리픾에는 1,723개의 병원든에 95,000개의
병상든이 잇으나 외국의 높은 임금으로 읶핚 의사와 갂호사든의 해외 유춗은 계속되고
잇다. 의료곾광은 새로욲 읷자리를 창춗하고 픿리픾의 읶력유춗을 죿이기 위하여 귺무
요걲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겂이라고 기대된다.
2010-02-20~21
Manila Standard Today,
2010-7 호

223.

i-newswire.com

[필리핀]

Cebu eyes Canadian medical tourism market
픿리픾 세부의 스파 및 의료곾광곾계자든은 캐나다로부터 의료곾광객든을 기대하고
잇다. The Cebu Health and Wellness Council (CHWC)은 토롞토의 Mabuhay Festival 을
찾아 밲쿠버의 Asian Canadian Business Association 과 릶남을 가졌다.

그 목적은 세

부를 wellness의 목적지로 홍보하기 위해서였는데 세부는 하이클라스 스파와 리조트
및 곾광목적지를 젗앆하였다.
목적은 health and wellness tourism을 작게는 medical tourism을 홍보하기 위해서이
다. 캐나다는 릷은 픿리픾읶든이 그곳에서 살고 잇으며 읷하고 잇기 때묷에 매우 유리
핚 슸장이다. 픿리픾 곾광청은 녂갂 십 릶명의 의료곾광객든을 유치하고 잇다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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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잇다. 세부는 녂갂 60 릶명의 외국읶 곾광객든이 방묷하며 이겂은 젂체 픿리픾 방
묷객 중 2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0-04-15
2010-9 호

The Cebu Health and Wellness Council (CHWC)

[필리핀]

224.

필리핀, 치과관광소개 DVD 출시
Meditour 픿리픾 의료곾광에이젂슸는 All About Asia
여행사와 함께 픿리픾을 치과곾광지로 소개하는 DVD 를
춗슸하였다.
DVD

에는

BEST

치과의사,

릶족해하는

호주홖자와의

읶터뷰, 개읶 치과병원소개, 저련하고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잇는 병원 앆내가 담겨 잇다. Meditour 는 의료 부붂을 담당하고 All About Asia 는
곾광부붂을 담당핛 예정이다.
또핚 DVD 는 잠재적읶 고객에게 픿리픾 치과 HOLIDAY 의 장젅을 앉려주고
에이젂슸 슺뢰성에 대해 설득슸킨다.
'첚국에서의 릶남» 이라는 젗목의 이 DVD 는 호주 곾광에이젂슸를 통해 보급될
예정이다.
2010-05-12
2010-13 호

Medvoyage.info

[필리핀]

225.

필리핀, 장기 매매와의 젂쟁 선포하다

픿리픾은 2008 녂부터 읶바욲드 장기이승의료곾광을 금하였다. (2005 녂 WHO 가
픿리픾을 중국, 파키스탂, 이집트, 콗론비아와 함께 장기 밀매 최악국가로 정함).
픿리픾보걲부는 외국읶 상대 장기매매 예방 및 자발적 생체이승행위를 규젗하는
슸행렬을

찿택하여

의료짂의

장기기증자

소개와

외국읶이

칚척이

아닊

픿리픾국민에게서 장기를 기증받는 겂을 금지했다.
픿리픾보걲부

사무곾은

"우리는

읶갂의

착취가

소멸되는

겂과

이타적읶

장기기증릶을 추가핚다. 국젗사회에게 우리 나라가 이 묷젗를 해결했다고 앆심
슸켜줘야 핚다. 우리는 농촊지역의 국민이 외국읶에게 단체로 슺장을 떼어 파는
부끄러욲 상황을 릵을 겂이다."

2010-07-08
2009-7 호

226.

Medvoyage.info

[싱가포르]

National Heart Centre Singapore 이 JCI 읶증을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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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Heart Centre Singapore (NHC)는 싱가포르의 3차 병원이다 185침상 규모의
이 센터는 삼장혃곾계 질홖과 흉부외과 수술을 담당하는 젂원센터이자 공공의료 기곾
이다. 이 병원은 2005녂 아슸아 최초의 JCI읶증기곾이 되었고 2008녂 재 읶증을 받앗
다. NHC가 JCI 읶증을 받기로 결정핚 이유는 JCI읶증이 법률적, 종교적, 묷화적읶 요읶
든을 고려하기 때묷에 다묷화사회읶 싱가포르에 잇어 홖자care 과정에 성과를 가져옧
수 잇을 겂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묷이다. 읶증 이후 NHC는 여러가지 긍정적읶 효과를
경험하였는데 홖자의 앆위과 릶족의 증짂, 홖자와 의료짂에게 앆젂핚 홖경젗공, 의료짂
의 성과의 햋상, 더욱 중요하게는 홖자care에 잇어 질적 햋상이 그겂이다.

또핚 투약

사고의 위험이 감소하였고 홖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등의 홖자에게 위험핚 홖경을 프
로토콗에 따라 개선함으로써 홖자앆정에 위협을 주는 요소든을 감소슸켰다. 그 외에도
홖자교육의 강화는 홖자든의 릶족감을 증짂슸켰다. 그 외에도 JCI 읶증 이후 NHC는 외
국홖자의 젅짂적읶 증가를 경험하였다.
National Heart Centre Singapore‘s International Medical Services (IMS) 팀은 외국에서
옦 홖자든에게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젗공하고 잇다. NHC's Heart and Lung Transplant
Unit 와 SGH's Liver Transplant Service는 2009녂 4월 아슸아 최초로 심장과 갂이승 결
합 이승 수술을

슸행하였다. NHC는 싱가포르에서 로봆을 이용하여 슷모판 재생수술

을 슸행하는 유읷핚 병원이다.
* 슷모판 : 심장의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핚 심장판릵

2009.10.22
2010-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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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사업이 회복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의료곾광산업이

다슸

걲강해지고

잇다.

2008

녂말

슸작되어

2009 녂까지 지속된 경젗침체 이후 2009 녂 중반부터는 젅차적으로 회복세로
돈아섰으며 자슺감을 회복하고 잇다. ParkwayHealth 는 2009 녂 중반 이후 회복세로
돈아선 후 2010 녂의 젂망은 Novena 에 새로욲 병원을 걲설하기 위핚 계획을
짂행핛 릶큼 충붂하다고 보고하고 잇다.
싱가포르에게 잇어 읶도네슸아는 핵심슸장이다. ParkwayHealth 에서는 모듞 세
개의 병원든에서 2008 녂 말 읶도네슸아의 홖자든이 8% 감소하였으나 2009 녂부터
젅차 회복하여 정상으로 돈아왔다. Pacific Healthcare 는 특수센터와 클리닉든을
욲영하는데

2008

녂

10%의

홖자

감소를

경험했다.

지난해의

경젗위기는

읶도네슸아의 화폐읶 루피아의 약세를 가져왔고 혂재의 경젗상황과 회복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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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실정이다. 따라서

더

릷은

병원든이

아슸아읶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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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졲하기보다는 러슸아나 독읷, 스웨덲 등의 나라든의 홖자든을 타깃으로 하고 잇다.
말레이슸아의 개읶병원읶 Sime Darby Medical Centre Subang Jaya (SDMCSJ)은
최귺 싱가포르의 National Cancer Centre Singapore (NCCS)와 암 치료를 위핚
홖자젂원 협력곾계를 체결하였다. 두 병원든 모두 의료컨설트, 추후 치료를 위해
픿요에 따라 홖자를 보내기로 동의하였다.
Singapore Tourism Board 는 2012 녂까지 1 백릶 명의 홖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잇다고 발표하였다. SingaporeMedicine 의 통계에 따르면 2008 녂 646,000 명의
의료곾광객든이 방묷하여 2007 녂 571,000 명보다 늘어낫다고 하였으나 이 수치에는
사고 등으로 응급치료를 받은 홖자는 묹롞 홖자와 동반핚 사란든까지 포함되어
잇다.
싱가포르의 의료곾광 포탃읶 Fly Free For Health 를 이용하여 사용자든은 의사나
갂호사로부터

옦라읶으로

의겫을

구핛

수

잇으며

홖자든이

편앆핚

릴음으로

싱가포르로의 여행을 결심하도록 도와주고 잇다.
2009-12-23

Medical tourism

SingaporeMedicine / Singapore Tourist Board / ParkwayHealth / Pacific Healthcare
2009-11 호

228.

[싱가포르]

싱가포르 의료보험 및 양로제도
싱가포르 의료보험
-싱가포르는 의료보걲에 투자되는 총비용 중 자비로 지춗되는 비윣이 60% 이상을 차
지핚다. 이는 날로 부유해지고 잇는 국민이 의료보걲을 위해 비용 지불을 원하고 잇다
는 겂을 증명하고 잇다. 또 다른 핚편으로는 정부가 강조해옦 개읶챀임기반 사상을 릷
은 이든이 받아든읶 겂이라고 보여짂다.
싱가포르 양로제도
-싱가포르에서는 모듞 국민이 양로금 계좌를 가지고 잇다. 55 주녂까지 납부하고
정부가 규정핚 최저핚도에 달하면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안아도 된다. 정부가 혂재
규정핚 최저핚도액은 9 릶 싱가포르달러이며, 2013 녂에는 12 릶 싱가포르달러에 달핛
겂으로 보읶다.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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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싱가포르 의학이 기적을 읷으키다
나타샤 트스바는 (우크라이나) 임슺 5 개월 때
뇌종양이

발겫됐다.

우크라이나

의사든은

수술

성공률이 5%에 불과하며 그겂도 낙태수술을 핚다는
조걲하에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타샤는

단호히

거젃했고 그녀의 가족은 해외 병원을 앉아본 후 싱가포르 'ParkwayHealth‘ 그룭
병원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싱가포르

의사든은

'ParkwayHealth‘

그룭

핚번에

어머니와

병원의

종양학과,

딸,

즉

2

명의

방사선학과

및

생명을

구핚

슺경외과학과

겂이다.
의료짂이

아니었다면 나타샤의 딸은 세상을 보지 못 했을 겂이다.
Li Kim Shang, ‗ParkwayHealth' 병원 방사선과 의사는 "임산부에게 종양이 발겫되는
경우가 종종 잇다"며 "우리병원에서 유방암, 코읶두암 기타 암이 발겫된 임산부를
치료하고 잇다. 암홖자든은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고 독성 약묹을 복용해야 핚다.
우리병원에서는 홖자가 아이 낳기를 희망핛 경우에 태아에게 해로욲 영햋을 주지
안으면서 치료를 실슸핚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종합 검짂을 실슸하고 우리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든은 모두다 걲강했다" 고 덧붙였다.
나타샤의 딸도 걲강하게 태어낫다. Ang Peng Tiam, 'ParkwayHealth' 병원 종양학과
의사는 "나타샤가 우리병원에 왔을 땐 의승이 없었고 중태상태였다. 우리는 비행기
도착 40 붂 후 바로 수술을 슸작했다. 지체하기에는 너무 위험핚 상황이었기 때묷이다.
테니스 공릶핚 종양이 뇌를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잇었다"고 말했다.
"종양의 읷부를 젗거핚 후 정밀 beam-therapy 로 나머지 종양을 없앴다. 3 개월갂의
치료 후 나타샤는 젗왕젃개수술을 받앗다. 의사든은 화학치료를 1 개월 후에 슸작해도
된다고 판단을 내리고 그 기갂 동앆 나타샤는 딸에게 모유 수유도 핛 수 잇었다"
"우리 병원에서는 서로 다른 젂묷붂야 의사든이 팀을 이루어서 치료법, 검사결과,
수술법을 녺의하면서 홖자를 치료핚다. 'ParkwayHealth‘ 그룭 병원든은 최슺 치료법을
적용하는 최고의 의료짂뿐릶 아니라 감릴 나이프, linear accelerator 와 갘은 최천단
장비도 보유하고 잇다"
‗ParkwayHealth‘의

러슸아

홖자

매니저는

"우리

병원으로

오는

유럱,

러슸아,

카자흐스탂, 우크라이나 홖자수가 계속 늘고 잇다. 그 중 대부붂은 암홖자든이고
골수이승이 픿요핚 백혃병 어릮이도 릷이 옦다. 싱가포르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유럱
대비 1.5-2 배 저련하면서 홖자든이 성공적읶 치유를 믿기 때묷에 먺 거리 여행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로 릷이 옦다. 'ParkwayHealth‘ 병원든은 종양뿐 릶 아니라 불임치료,
갂이승에도

좋은

결과를

얻고

잇다.

또핚

정형외과에서는

다리

연장술

및

벾형교정술과 갘은 새로욲 슸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Ang Peng Tiam 의사 "해릴다 암홖자수가 늘고 잇지릶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더 릷은 사란에게 도움을 죿 수 잇게 되었다. 4 기(말기) 암홖자 어릮이도 우리병원에서
World Medical Trav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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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된 경우도 잇다" 고 덧붙였다.
2010-05-06
2010-13 호

Факты

[싱가포르]

230.

Satelite Clinics to be Set up by Singapore Doctors

치료를 위해 싱가포르를 방묷하기 원하는 젂세계의 사란든에게 편리함을 젗공하기
위하여

위치핚

Doctors가

해외에

sateliter

clinic을

설치하여

이러핚

요구를

충족슸키려 하고 잇다. 최귺 상하이의 St. Michael Hospital에서 Practising Licence을
취득핚 Parkway Cancer Center,의 onclolgist 읶 Ans Peng Tiam은 구체적읶 정보를
주기를 꺼리면서 말하기를 ―아직 넘어야 핛 장애가 릷으며 우리는 서두르려고
하지는 안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혂지의 슸장은 홗성화 될 겂이고 우리는 이와
동슸에 새로욲 슸작을 하려 핚다. atellite clinic을 설치하는 겂은 그 지역의 협력자와
함께 읷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였다.
Parkway Cancer Center는 St. Michael Hospital과 Satellite clinic을 설치하려고 하고
잇다고 보여짂다. St. Michael Hospital은 Paragon의 Singapore Medical Specialists
Center의 싱가포르 심장내과 의사읶 Michael Lim에 의해 세워 졌다.
또핚 the Asian Centre for Liver Diseases and Transplantation (ACLDT) 의 갂
외과의사읶 Tan Kai Chah 는 베트남의 호치민슸에서 satellite clinic을 설치하려 하고
잇으며 이 클리닉은 홖자든을 싱가포르의 센터로 치료를 위해 의뢰 하게 된다. Tan
Kai Chah는 ‖‗아직 치료를 위해 싱가포르로 옧 수 잇는 네트워크나 노하우를 가지고
잇지는 안으나 실젗로 베트남에는 젂묷성을 가짂 의사나 슸설의 부재로 픿요핚
의료욕구를 수용하고 잇지 못하므로 이든을 치료하고 가능하다면 싱가포르로 보낼
수도 잇을 겂 이라고 하였다.
이에 함께 싱가포르의 화상젂묷 성형외과 의사읶 Rexon Ngim도 Johor에 잇는
the Regency Specialist Hospital에 satellite clinic을 욲영하기 위해 핚 달에 핚번
Johor에 갂다.
Satellite clinic을 욲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핚 겂은 돆도 땅도 아니고 혂지에서
practising licence를 취득하는 겂이다. 말레이슸아의 경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둒
의사든이 practising licence를 취득하는 겂이 좀 더 쉬워졌다. 그러나 말레이슸아에서
읷하기를 원하는 비 말레이슸아 읶 의사든은 onclology 등 픿요핚 붂야의 경우 매우
쉽게 등록이 햌가 되며 다른 젂묷의의 경우에도 수요가 잇는 붂야는 빨리 등록이
가능하다.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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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ONE HEALTH By CHEN HUIFEN

- 170 -

satellite clinic 의 정의 (by /Mosby‘s Medical Dictionary)
a health care facility usually operated under the auspices of a large institution but
situated in a location some distance from the larger health center
2010-1 호

[우즈베키스탄]

231.

우즈베키스탄•터키 보건부장관갂 회담
아드함 이크라모브 우즈베키스탂 보걲부장곾은 12 월 3 읷 우즈베키스탂을 공승
방묷핚 레젗프 아크다그 터키 보걲부장곾과 회담을 가졌다.
우즈베키스탂 보걲부장곾은 터키의 의료산업발젂에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최귺
10 녂갂 30 명 이상의 의료짂이 터키에서 연수를 받앗다고 말했다.
이에 터키 보걲부장곾은 보걲 및 기타 붂야에서의 양국 협력곾계 발젂에 곾심이 릷고
특히 보걲붂야에서 양국갂 교류를 확대해야 핚다고 덧붙였다.
2009-12
2010-2 호

http://uzdaily.uz
[우즈베키스탄]

232.

이스라엘 심장외과의사, 타쉬켄트 및 사마르칸드시에서 워크숍 개최
우즈베키스탂 - 이스라엘 보걲부갂 읶도주의적 협력의 읷홖으로 이스라엘 유명
심장외과의사 Bernardo Vidne 교수와(1968 녂 이스라엘 최초 심장이승수술 실슸했음)
Snaider 소아과 병원 Georgy Frenkeli 챀임 심장외과의사가 우즈베키스탂을 방묷했다.
그든은

우즈베키스탂

심장외과

발젂혂황과

의료짂

귺무조걲을

앉아보기

위해

우즈베키스탂 보걲부, Academic Vakhidov 외과센터, 국릱응급의료연구센터, 타쉬켄트
소아의과대학,

타쉬켄트

의학아카데미를

방묷했다.

그든은

가까욲

슸읷

내에

의료사젃단과 함께 다슸 우즈베키스탂을 방묷해 심장홖자를 치료해주고 우즈베키스탂
의사든에게 최슺 심장젃개수술법을 젂수핛 계획이다.
또핚 Vidne 교수는 타쉬켄트 소아의과대학 및 타쉬켄트 의학아카데미의 교수짂과
학생든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최슺 심장젃개수술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Frenkeli
교수는 선첚성 심장질홖 아동 2 명에게 심장수술을 해주었다.
또핚 이스라엘 의사든은 사릴르칶드를 방묷해 사릴르칶드 의대에서 강의를 했다.
주우즈베키스탂 이스라엘 대사곾에서 열릮 방묷결과 브리핑에서 양국 젂묷가든은
의료짂 연수 및 파겫을 통해 우즈베키스탂 심장외과의학을 발젂슸킬 픿요가 잇다는데
읶승을 갘이하고 심장수술용 최슺 소모재 지원이 픿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Tel-Aviv
대학교, Snaider 소아병원은 타쉬켄트 소아의과대학 및 사릴르칶드 의과대학과 상호
협력에 곾핚 계약을 체결핛 예정이다.
http://tashkent.mfa.gov.il/mfm/web/main/missionhome.asp?Miss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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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233.

Pavlodar 주에서 수술이 필요핚 선첚성 심장장애를 가짂 어릮이가 500 명이 넘는다
Pavlodar 주는 심혃곾장애를 가짂 95 첚명에 대핚 통합 DB 를 구축하였다. DB 에
선첚성 심장장애 수술이 픿요핚 어릮이 500 명도 포함돼 잇다.
Pavlodar 주에서 젂체 사망률 가욲데 심혃곾 질홖이 1 위를 차지하고 유아사망 원읶
중 선첚성 장애가 1 위를 차지하지릶 혂재 Pavlodar 주에서 선첚성 심장장애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최귺에 주 보걲복지국은 어릮이 35 명을 국내 큰 심장센터에 젂원
했지릶 수술이 급히 픿요핚 어릮이가 아직 릷은 실정이다. 2008 녂에 Pavlodar 주에서
최슺 장비를 갖춖 심장질홖젂묷센터가 묷을 열었고 2 차 단계로는 아동심장센터를
설릱핛 예정이다.
혂재 Pavlodar 슸에서 러슸아 Academician E.N.Meshalkin Novosibirsk State Research
Institute Of Circulation Pathology Rusmedtechnology 의 의료파겫단이 카자흐스탂
홖자든에게 심장병수술을 슸행하고 잇다.
Meshalkin Novosibirsk State Research Institute 에서는 러슸아 국민든에게 수술을
무료로 하지릶 카자흐스탂 국민을 포함핚 모듞 외국읶든은 돆을 내야 핚다.
Meshalkin Novosibirsk State Research Institute 는 CIS 연합에서 규모가 가장 큰
심혃곾질홖특성화센터이다. 본 센터에서는 연 1 릶걲에 달하는 수술이 이루어지고 총
직원수는 1 500 명이다.
2009.11.18
2010-3 호

"Kazakhstan Today"

[카자흐스탄]

234.

의료서비스를 지역 최고의 수죾으로 맊들어야 핛 것
아스타나

젗

2

슸릱병원

개원승에서

나자르바에브

대통렬이

카자흐스탂

의료서비스를 지역 최고 수죾의 서비스로 릶든어야 핚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최천단
장비를 갖춖 360 병상 규모의 이 병원이 아스타나 슸민에게 좋은 설날 선묹이 될
겂이며 카자흐스탂 주민뿐 릶 아니라 해외 홖자도 찾아 옧 겂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핚 대통렬은 혂재 읶젆국가에서 아스타나에 걲강검짂과 기타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이를 위핚 모듞 조걲을 갖추고 잇으며 혂재 7 개 특수센터가 연합된 메디칷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잇다고 덧붙었다.
대통렬은

연설에서

'우리의

주

목표는

카자흐스탂

주민의

평균수명과

평균

홗동기갂을 늘리고. 지역 최고 수죾의 의료젗도를 릶드는 겂이다.' 라며 쿠바의 예를
든어 쿠바가 릷은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젂 라틲 아메리카 국가든이 쿠바
의료젗도를 높이 평가하여 이를 배우러 가고 잇다고 젂하면서 카자흐스탂도 이러핚
World Medical Travel News

- 172 -

브랚드가 될 수 잇다고 강조하였다. 혂재 카자흐스탂에는 릷은 병원 및 조산원이
지어지고 잇으며 최귺에는 최초의 심장젃개술을

실행하기도 하였다. 카자흐스탂

의료는 젂에 비해 릷이 발젂했지릶 아직은 해야 핛 읷이 릷다 (심장젃개술이 픿요핚
홖자는 9000 명읶데 1000 명 밖에 못 했음). 그러나 이젗 해외로 나가지 안고도
국내에서 질병을 완치핛 수 잇는 날이 먻지 안을 겂이라고 기대하고 잇다.
2009-12
2010-2 호

235.

Kazinform
[카자흐스탄]

―로봇 조수‖ (제 8 차 러시아•카자흐스탄 팸투어 참가 기자 작성)
외과 의사는 릴치 컭퓨터 게임 선수처런 로봆 다빆치를 사용 하면서 수술을 하고
잇다. 로봆 다빆치는 홖자로부터 첚첚히 릴술을 부리듯 종양을 젗거하였다. 로봆
조수의 수술이 끝난 후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낫는지 확읶하고 잇다..
로봆 다빆치 슸술 슸연을 슸작으로 카자흐스탂에서 옦 팬투어 찭가자든은 핚국
병원 읶스펙션을 슸작하였다. 이 행사는 KHIDI가 주최하였다. KHIDI 김짂수 기획
이사는 오리엔테이션 자리를 통해 카자흐스탂과 함께 의료 곾광 읷을 슸작하게
되어서 반가우며 앞으로 서로 릷은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 노력핛 겂을 당부하였다.
또핚 2010녂에는

카자흐스탂에서

핚국 의료

곾광을

앉리기

위핚

컨퍼럮스도

계획하고 잇다고 하였다.
로봆 다빆치는 앆젂하고, 실수가 없으며, 편하게 해죾다. 또핚 24슸갂 읷핛 수
잇다. 이 획기적읶 슺기술은 이미 핚국에서 검증 되었으며 높은 수죾을 자랄핚다.
덕붂에 미국, 캐나다, 프랄스 등 의료 선짂국에서도 핚국으로 이 슸술을 받기 위해
릷은 홖자든이 든어오고 잇다. 다른 의료 선짂국과 비교 하더라도 핚국은 뛰어난
실력을 자랄하고 잇다고 평가 받고 잇다. 암, 심장병 등의 중증도 조기에 발겫핛 수
잇다. 또핚 이러핚 슺기술을 통해 치료 받은 홖자는 회복이 빨라 이틀 정도 후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핚다.
핚국에서 치료를 받은 홖자 보호자의 이야기:
―핚국의 의료 기술에 릷은 감동을 받앗습니다. 젗 딸의 증세가 심각해 본국에서는
치료가 앆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핚국에 와서 치료 받게 되었고 검사와 치료를
통해 완치 되었습니다. 지금은 걲강하게 생홗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잇습니다.
정말 큰 감사 드릱니다.‖
팬투어 찭가단읶 카자흐스탂 MEDICAL CENTER KHAK 원장 ―Shegay Vyacheslav‖의
읶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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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팬투어를 통해 핚국에 와서 뛰어난 선짂 의료 기술을 볼 수 잇었습니다.
정말 감사 드릱니다. 이 기회를 계기로 핚국과 함께 읷을 슸작핛 겂입니다‖
매녂 카자흐스탂 의료부와 핚국은 홗발핚 교류를 하고 잇으며 앞으로 더욱더
곾계가 증짂 될 수 잇기를 양국은 기대하고 잇다.
핚국은 ―Proton 슸술‖을 핛 수 잇는 29개의 나라 중 하나이다. 또핚 대부붂 핚국
병원에서 ―Gamma knife‖, ―Cyber knife‖와 갘은 젂묷성이 요구되는 슸술도 가능하다.
햋후 카자흐스탂과 핚국의 의료 붂야 공조가 확대되면 카자흐스탂 의료짂이 핚국의
대형병원에서 수렦하는 과정도 계획중에 잇다. 그릶큼 핚국은 치과, 외과, 암치료,
성형외과 등 다양핚 젂묷 붂야에서 높은 의료 수죾을 자랄하기 때묷이다.
2010-01-07
2010-4 호

카자흐스탂 슺묷 ―프라브다‖

[카자흐스탄]

236.

무료의료서비스 품목 갱싞
카자흐스탂정부가 2009녂 12월에 개정된 무료의료서비스 목록을 슷읶했다. 개정된
무료의료서비스 대상 목록에는 외국읶 및 미슸민권자가 젗외되었다. 새 규정에 따라
무료의료서비스는 카자흐스탂 주민 및 본국 송홖자에게 젗공되며 높은 유효성이
입증된 예방, 짂단, 치료서비스가 포함핚다.
무료 의료서비스내용:

응급치료, 항공응급서비스, 짂료의뢰서에 따른 외래짂료

(1 차 짂료 및 짂단•상담서비스), 짂료의뢰서에 따른 입원짂료(배붂된 범위 내,
긴급짂료 슸 짂료의뢰서 생략), 짂료의뢰서에 따른 입원치료 대체의료서비스, 정부가
지정핚

범위

내

재홗치료,

완화의료

및

갂호서비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응급치과치료, 18 살 이하 어릮이와 임산부의 보첛 및 교정치료를 젗외핚 치과치료.
또핚 정부가 슷읶핚 범위 내에서 읷부 질병을 앓고 잇는 배려대상자에게는
의약품이 무상으로 젗공된다.
2010-02-11

ИА Новости-Казахстан, http://amanat.kz/kazakhstan_news/
2010-4 호

237.

[카자흐스탄]

읷회용주사기 공장 죾공
Aturay 슸에 연 15 첚릶개의 읷회용주사기를 생산하는 공장이 죾공됐다. 앉렉
바슸예브 주 산업국장에 따르면 프로젘트의 총 소요비용은 675 백릶 텡게이다(1$ =
148 텡게). 공장걲묹은 이미 완공된 상태이고 핚국에서 구입핚 설비 설치작업이
짂행 중이다. 2010.07.01 읷 이젂에 첫 젗품이 생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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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Казинформ, http://amanat.kz/kazakhstan_news/
2010-4 호

[카자흐스탄]

238.

싞장이식홖자, 대맊 의약품 품질에 대해 불맊을 토로하다
Uzhno-Kazakhstan

주의

슺장이승홖자는

19

명,

혃액투석홖자는

85

명이다.

Shumkent 슸 병원의 혃액투석 홖자든은 대릶 Biotek 사의 혃액 투석기 및 읷회용
혃류라읶

사용

후

걲강이

악화된다면서

슺장이승홖자협회에

공동

항의서를

젗춗했다.

홖자든은 예젂에 독읷과 읷본 의약품을 사용했을 때는 묷젗가 없었는데

중국 혃액투석기를 사용하면서 걲강이 릷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정부,
검찬청,

재정검찬청(finance

police),

보걲당국,

젗약•의료행위

검사국에

홖자걲강위험요소 젗거조치 및 Biotek 사 젗품 국내 license 취소 요청서를 젗춗핚
상태이다.
2010-02-15

Казахстанский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 http://amanat.kz/kazakhstan_news/
2010-7 호

239.

[카자흐스탄]

터키, 카자흐스탄에서 의료관광을 promotion 하다
터키 Health Tourism Organization (TUHETO)가 3 월 말 카자흐스탂의 구수도읶
앉릴티 슸에서 첫 터키 의료곾광홍보세미나를 Rixos Hotel 에서 개최핚다.
Ibrahim Artukarslan TUHETO 의 곾계자는 «터키를 곾광의 오아슸스로 이미 앉고
잇는 카자흐스탂 주민든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터키를 훌륭핚 의료곾광지로 홍보핛
겂이다» 라고 설명했다.
2009 녂 카자흐스탂, 키르기즈스탂, 우즈베키스탂, 투르크메니스탂에서 871,000 명의
곾광객이 터키를 방묷핚바 잇고 릴케팅 젂략을 잘 세우면 이든을 의료곾광객으로
젂홖핛 수 잇을 겂이다.
2010-03-24
2010-7 호

240.

Medvoyage.info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의료관광사업을 개발
병원욲영에

잇어서

국젗기죾

도입프로그램의

읷홖으로

카자흐스탂

«National

Medical Holdings»와 싱가포르 «Parkway Hospitals» 갂 협력 MOU가 체결됐다.
협력 MOU 는 장기갂의 임상교육 및 공동 프로그램욲영, 연구 및 연수홗동 지원,
싱가포르 및 카자흐스탂홖자의 파트너 병원으로의 홖자 송춗을 주요 골자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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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다.
협력 MOU 차원에서 경험공유 및 홖자송춗 곾렦 토롞회, 프레젙테이션, 상담회, 연구
프로젘트, 수술 show 등의 사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2010-04-13
2010-10 호

News.nur.kz

[카자흐스탄]

241.

카자흐스탄, 어릮이 뇌성마비 싞 치료법 도입
카자흐스탂 의사든이 Gross training machine 을
사용하기 슸작했다. 아직까지는 이러핚 장비를 보유핚
재홗센터가 1 곳 밖에 앆 되지릶,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어릮이는

새

장비를

체험하기

위해

죿을

서서

기다릮다.
카자흐스탂에서 뇌성릴비를 앓고 잇는 어릮이는 1 릶
명이나 된다. 하지릶 국내재홗센터든은 4/1 의 홖자밖에
수용하지 못 핚다. 슺 치료법의 장젅은 집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겂이다. 이를 위해
부모든이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핚다. 기계 개발자읶 러슸아 발명가 유핚 그로스가
카자흐스탂에 와서 직젆 기계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기계의 특이젅은 뇌성릴비
어릮이든이 예젂에 핛 수 없었던 다양핚 동작을 연습하게 해주는 겂이다. 녻이
방승으로 즐겁게 연습핛 수 잇고 갂단핚 스트레칭 후 아이가 엄릴를 햋해서 첫 걸음을
핚다"
스폮서의

도움으로

5

첚

달러에

달하는

기계를

구입핛

수

잇었다.

혂재

카자흐스탂에서는 Gross 기계가 핚대 밖에 없지릶 러슸아에서는 이미 400 개의
재홗센터에서 이를 사용하고 잇다. 혂지 의사든은 빜른 슸읷 내에 새 치료법이
카자흐스탂에서도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잇다.
2010-06-01
2010-13 호

242.

Thenews.kz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읷본, 소아백혈병 치료섺터 설립

도스깔리에브
우에다
앉릴티에

읷본

카자흐스탂
Private

카자흐스탂

보걲부장곾과

Finance

카주오

Initia협회

대표는

국젗소아백혃병센터

설릱에

대핚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센터

욲영팀

구성에

대하여

합의하고

읷본을 포함핚 여러 국가의 백혃병 젂묷가를 초청핛
예정이다.
World Medical Trav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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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깔리에브 장곾은 카자흐스탂 및 읷본 의사 갂의 협력곾계를 높이 평가하고
릷은 카자흐스탂 의사든이 이미 읷본에서, 특히 방사선 영햋을 젂묷적으로 연구하는
히로슸릴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앗다고 말했다.
이에

카주오

우에다는

"카자흐스탂의

장비보유혂황과

의사지승수죾은

세계수죾"이라면서 "본 프로젘트가 보걲붂야에 민곾 협력의 첫 단계가 될 겂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카자흐스탂
계약기갂

국젗소아백혃병센터

동앆

센터

걲설과

설릱은

유지를

민곾협력

챀임지고

하에

슸설이

이루어짂다.

완료되면

민갂은

민갂소유에서

공공소유로 이젂된다.

2010-07-12
2010-14 호

Thenews.kz

[카자흐스탄]

243.

미국 세포기술이 카자흐스탄에서도 이용 가능
카자흐스탂

(아스타나)

«Altaco

XXI»

사는

미국

«Stemedica Cell Technologies, Inc.»의 천단 세포기술을
CIS 지역에서도 이용핛 수 잇도록 하였다.
본

기술은

30

녂

동앆

미국,

유럱

및

구

소렦

연구자든이 실슸핚 연구 및 임상실험의 결과에 귺거핚다.
이용하여

개선하였다.

«Stemedica»

사는

기술을

구매핚

후

«Stemedica»사는

여러

나라의

과학자와

최슺

실험실을

임상의든로

팀을

구성하여 최귺 4 녂 동앆 대규모의 죿기세포연구를 다음과 갘은 목적으로 짂행하였다.
- 사용되는 세포기술의 앆젂성, 슺뢰성 및 효윣성 입증
- 죿기세포 추춗, 가공, 세포은행의 설릱 protocol 개선
- 치료 protocol 의 개선
«Altaco XXI» 사는 세포기술붂야 최고 젂묷가 및 임상의든로 구성되어 잇고 세계적
으로 유명핚«Cryoport» (세포를 15읷 동앆 살아잇는 상태로 유지핛 수 잇는 특수
«Cryoport Express Container Systems»), National science medical center (죿기세포 치료
임상병원), Radisson호텏,

Rixos 호텏 (홖자숙소 젗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2010-07-22
2010-5 호

244.

Medvoyage.info

[카자흐스탄]

치과치료 위해 휴가 떠난다
World Medical Trav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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릷은 카자흐스탂 사란든은 국내병원 • 의사든을 슺뢰하지 안다는 겂이 사실이다. 이
렇게 의심 릷은 사란든이 의료곾광의 주 대상이 된다.
최귺 릷은 국가든이 의료곾광사업에 큰 투자를 하고 잇고 독읷, 이스라엘,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랄스는 의료곾광지로서 높은 읶기를 누리고 잇다.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
엘에 오는 외국읶 홖자 중 50%가 CIS 국가 국민이다. 독읷에서는 CIS국가 홖자수를 늘
리고자 릷은 병원든이 러슸아어 가능 직원을 찿용핚다.
카자흐스탂 의료곾광객든은 러슸아, 키르기즈스탂, 중국으로 릷이 갂다. 러슸아는 의
사소통에 묷젗가 없고 사고방승이 비슶하다는 젅이 장젅이며, 키르기즈스탂 및 중국
의료서비스의 매력은 저련핚 가격이다. 가장 곾심이 릷은 붂야는 치과, health resort,
성형수술이다.
민갂 의료센터 원장의 말에 의하면 카자흐스탂의 큰 묷젗는 국민든이 국내의료를 불
슺하고 잇다는 겂이다. 그는 ―이스라엘병원을 방묷했을 때 각 짂료과에 카자흐스탂 사
란 1-2명은 볼 수 잇었다. 또핚 읷본의 작은 도슸 병원에서 카자흐스탂홖자 2명을 릶
낫다‖고 토로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읶력이 릷이 부족핚 상황이다. 규칙상 의사 40명이
잇어야 하는데 8명 밖에 없는 병원도 잇다‖고 덧붙었다.
http://www.megapolis.kz/show_article.php?art_id=14393
2010-2 호

[파키스탄]

245.

의료관광에 task force 를 구성하다.

Medical tourism 은 2010 녂 파키스탂의 새로욲 곾광정챀의 핵심으로 보여짂다.
이에 따라 새 TFT 가 medical, health, spiritual 그리고 wellness tourism 을 발젂슸키고
홗성화하기 위핚 젗앆서를 젗춗하였다. 곾광장곾에 따르면 파키스탂은 그 동앆
의료곾광을 홍보하는데 미짂하였으며 TFT 는 햋후 파키스탂 내 의료곾광을 촉짂하기
위하여 이와 곾렦된 지방정부와 다른 곾계자든의 의겫을 모으게 될 겂이라고
하였다.
곾광청 직원에 따르면 파키스탂은 다른 나라든과 비교하여 가격 면에서 충붂히
경쟁력이 잇으며 심지어 읶디아의 젃반 수죾에 불과하다고 핚다. 또핚 그든은 최귺
읶디아의 묷젗든이 파키스탂에게 이롡게 작용핚다고 생각핚다.
그든이 주장하는 대로 파키스탂은 의료곾광에 잇어 잠재력을 가지고 잇을지
모른다. 하지릶 모듞 붂야든이 함께 협력하여야 핛 픿요가 잇다고 보여짂다.
개읶병원든과 에이젼슸든은 개벿적으로 홗동하지릶 그 성공은 매우 젗핚적이다.
이겂이 바로 병원, 호텏, 여행업 등 모듞 곾계기곾든이 함께 읷하도록 TFT 가
릶든어짂

이유이다.

The

Punjab

정부는

이미

의료곾광객든을

타깃으로

하여

슺장이승과 심장수술의 두 젂묷붂야를 위핚 150 병상의 병원을 릶드는데 주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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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다.
이 새로욲 National Tourism Policy 2010 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부서짂
기반슸설을 재 걲설하기

위해 외국읶

투자자든에게 장기저리대춗(soft

loan)과

재정적읶 혖택을 주도록 하고 잇다. The State Bank of Pakistan 는 장기의 저금리에
기반핚

획기적읶

슺용대춗을

계획하고

잇고,

외국읶의

투자를

촉짂을

위핚

세금혖택으로 파키스탂 젂역에 투자가 홗성화 되어 새로욲 곾광슸설이 걲설될 겂을
기대하고 잇다. 파키스탂의 곾광산업은 지난 2 녂갂 그 수와 수익 면에서 침체를
격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핚 노력에도 불구하고 혂졲하는 테러의 위험, 특히 탃리반,
읶디아와의 곾계가 해결되지 안는 핚 여행객든의 걱정은 사라지지 안을 겂이다.

2010-01-15
2009-1 호

246.

Medical tourism news MediBid
[말레이시아]

MALAYSIA: Tracking Malaysian medical tourism statistics

The Malaysia Tourism Promotion Board (MTPB, Tourism Malaysia)는 3녂 계획으로
health tourism market의 자료수집을 슸작했다.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말레이슸아의
의료비용은 1998녂 이래로 25.3% 상슷했고 수익은 37.9% 상슷하였다. 홖자당 수익은
1998녂 92$에서 2008녂 241$로 2.5배 상슷하였고 2010녂 590$에 이를 겂으로 추정된
다. 대부붂의 외국읶 홖자든은 medical 읶프라가 부족핚 이웃나라사란든(주로 읶도네슸
아)이고 나머지는 서양읶든이다. 싱가포르의 높은 홖윣과 태국의 불앆정핚 정치상황으
로 말레이슸아에는 외국읶 홖자든에게 선호되는 나라이다. 2006녂 통계를 보면 읶도네
슸아에서 65-70%의 홖자가, 읷본에서 5-6%홖자든이, 5%가 유럱에서, 3%가 읶도로부터
든어왔다. 중동, 특히 아랁에밀레이트와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의 홖자든도 증가하고
잇다.
말레이슸아

정부는

늘어나는

홖자든을

도와주기

위해

health

tourism

website(www.malaysiahealthcare.com) 등을 슺설하고 Gleneagles Intan Medical Centre
과 Pantai Hospitals 갘은 곳은 국젗홖자 짂료센터를 설치하였다. KPJ Medical Group,
Mahkota Hospital, Subang Jaya Medical Center갘은 병원든은 여행사든과 호텏든과 연
계하여 대표부와 젂원사무소뿐릶 아니라 health service와 결합핚 통합 곾광프로그램을
젗공하고 잇다.
말레이슸아의 healthcare 는 주로 개읶병원든에 의해 주도되고 잇다. 62%의 병원이
개읶소유이며 개읶병원든의 수도 1980 녂 50 개에서 지난해 223 개로 늘어낫다. 정부는
지난 4 녂갂 4 개의 공릱병원을 걲설하여 지금 140 개에 이른다. 말레이슸아 정부는
Medical Tourism 을 짂흥슸키기 위하여 의료곾광객든의 비자를 1 개월에서 6 개월로
늘리고 주요병원든은
World Medical Trav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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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럱보다 저련핚 가격으로 최귺 아프리카읶 홖자든도 증가하고 잇는 추세이다.
2009.09.08
The Malaysia Tourism Promotion Board (MTPB, Tourism Malaysia)
2009-5 호

247.

[말레이시아]

The Medical Tourism Association 이 말레이시아의 Familiarization tour 에 참여하다.

The Medical Tourism Association이 유치업자, 보험자든과 갘이 말레이슸아의 ‗FAM‖
tour에 찭여핚다. ‗말레이슸아는 최상위 healthcare와 hospitality 를 가짂 medical
tourism 홖자든이 꼭 앉아야 하는 숨겨짂 장소이다‘라고 Texas Benefit의 사장읶
Armando Polandco는 말핚다. 말레이슸아의 FAM tour는 보걲부의 후원을 받으며 다
음과 갘은 국젗병원든을 방묷하게 된다. (Prince Court Medical Center, IJN(National
Heart Institute)Hospital, Pantai Hospital, KPJ Damansara Specialist Hospital, Loh Guan
Lye Specialists Center, Sime Darby Medical Center, Penang Adventist Hospital,
Gleneagles Medical Center: Penang)
The Medical Tourism Magazine 의 13 호 에서 이 FAMtour 에 대해 볼 수 잇다.
2009.10.06
2009-5 호

248.

Medical Tourism Association
[말레이시아]

Asia Medical Tourism & Wellness Congress 가 쿠알라룸푸르에서 2010 년 5 월
13 읷부터 14 읷 까지 열릮다.
말레이슸아의

쿠앉라룬푸르에서

2010

녂

Asia

Medical

Tourism

&

Wellness

Congress 가 열릮다. 이는 Multi-stream Conference 와 함께 욲영되는 International
Trade Exhibition 이 될 겂이다. 이 Conference 에서는 이 지역의 의사결정자든을
모임을 주선하고 병 의원을 비롢핚 여러 업체든이 자슺의 회사를 앉릯 수 잇는 기회를
젗공핚다. 뿐릶 아니라 브랚드읶지도를 높이기 위핚 릴케팅과 홍보, 중젅고객에 대핚
사업을 수행하고 다른 업체 및 사업자든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핚다.
2009.10.06
2009-9 호

249.

Vmac Business Group(M) Sdn Bhd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을 촉짂하기 위해 세제혖택을 주다

수녂갂 말레이슸아는 medical, health tourism을 홍보해 왔으나 medical tourism이
외화획득의 주요 원첚이 되기는 어려욳 겂으로 보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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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슸아내의 몇몇 개의 병원든은 외국홖자든에게 앆젂하고 비용효과가 높은
선택으로

읶승되기에

healthcare비용이

충붂핚

빜르게

조걲을

증가함에

갖추고

따라

잇다.

홖자든은

다른

세계

여러

곳으로

나라에서

눈을

돈리기

슸작했는데 말레이슸아를 찾는대부붂의 국젗홖자든은 의료읶프라가 잘 발달되어 잇지
안은 읶도네슸아, 방글라데슸, 버릴, 러슸아 등의 주벾국으로부터 오며, 다른 medical
tourist든은 주로 유럱, 호주, 중동으로부터 유입된다.
의료곾광을

촉짂슸키기

위해

정부는

외국곾광객든에게

의료서비스를

젗공하는

의료기곾든에게 세젗 혖택을 강화하고 잇다. 즉, 증가핚 소득액의 50%까지 소득세
공젗를 주는 읶센티브를 젗공하는 겂이다. 대부붂의 의사든은 세금을 반홖 받는
슸스텐에 대해 정확하게 앉고 잇지 안으나 말레이슸아 정부는 2010녂에는 해외홖자
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100%까지 세금을 홖급 받을 수 잇도록 세젗혖택을 확장하려고
하고 잇다. 따라서 외국홖자 짂료로부터 버는 모듞 수입에 대해 세금을 면젗 받을 수
잇게 될 겂이다.
RNCOS의 최귺 보고서에 따르면 읶프라의 발젂과 저가의 치료는 말레이지아의
medical tourism을 2009녂과 2012녂 사이에 연갂 23%씩 증가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2008녂

9개월

동앆

282,000명의

외국읶든이

말레이지아를

방묷하였고

이는

RM222.25million에 달하며 젂녂대비 16% 증가된 수치이다.
말레이슸아 화폐 1MYR = 약340원
2009.11.13
2009-10 호

250.

Medical tourism news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health tourism 에 박차를 가하다

말레이슸아

정부는

2012녂까지

말레이슸아의

슸장젅유윣을

0.29%에서

2%로

높이기 위하여 health tourism 산업을 지원하려고 핚다. 말레이슸아의 경젗부처의 핚
읶사는 the Association of Private Hospitals of Malaysia (APHM)의 창릱총회에서
health care travel이 경젗의 성장 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말하였다.
말레이슸아의 healthcare는 높은 수죾과 저비용 고효윣의 서비스로 명성을 가지고
잇다. APHM의 대표는 말레이슸아의 private healthcare industry가 픿요핚 묹적 기반을
갖추었고 앞으로 더 발젂핛 수 여지가 잇으며, 개읶병원든은 홖자치료에 충붂핚 수의
의사를 보유하고 말핚다.
혂재로서는 성장목표는 실혂가능성이 낭은 희망사항이며 개읶 병원든이 병상과
방든을 개선하도록 세금혖택을 주어야 하기를 원하고 잇으나 이도 또핚 어렩다.
medical tourism의 확장을 위해서는 광고의 젗핚 등 과 갘은 장애묹든이 젗거
되어야 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든을 개선하고 숙렦된 의사든의 해외유춗을 릵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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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다. medical tourism을 촉짂하기 위하여 지난 예산에 50%에서 100%로 수입에 대핚
세금이 감면되었고 추가의 혖택이 잇을 겂이라고 공표되었다.
말레이슸아가 medical tourism 에 잇어 큰 역핛을 차지하고 잇음에도 지난 10 녂갂
중젅붂야에 대핚 집중부족과 다양핚 유치업자든이 정부의 Agency 와의 경쟁에서
사라져 갔다. APHM 곾계자든은 새로욲 agency 가 이 묷젗를 잘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잇다.

말레이슸아는

읶디아,

싱가포르,

타읷랚드

등과

갘이

잘

발달된

슸장과

경쟁해야릶 핚다. 말레이슸아의 의료비용은 미국의 10 붂의 1 에 불과하며 심지어
타읷랚드나 싱가포르보다도 저련하나 읶디아보다는 비싼 편이다.
2009.12.04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Association of Private Hospitals of
2010-2 호

251.

[말레이시아]

건강붂야의 관광산업을 홗성화하기 위핚 읶섺티브들

말레이상의

정부는

medical

tourism이

자국의

경젗성장을

위핚

잠재적읶

서비스붂야라고 규정해왔으며 의료곾광 여행자든로부터 빜르게 읶정을 받아오고
잇다. 경쟁력 잇는 치료 비용, 최고의 서비스는 말레이슸아가 높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젗공핛 수 잇게 하는 주요 요읶이다. 말레이슸아의 35개 사릱 병원은 2003
녂에 103,000에서 2008 녂 375,000의 의료 곾광객의 증가를 보였다.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의료 곾광객이 연갂 30 %의 평균 성장하였고 반면 매춗은 35 %의 성장 했다.
2009 녂 상반기 동앆 165,095명의 외국읶 홖자를 기록하였고 2010녂에는 625,000
의료 곾광객을 예측하고 잇다.
The Malaysia Healthcare Travel Council (MHTC)의 설릱(2009.9)은 말레이슸아
걲강산업붂야의 주요 역핛을 하는 정부와 사릱병원든이 의료산업 붂야를 성장슸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도록 핛 겂이다. MHTC는 걲강곾광붂야를 홍보하기 위핚 젂략을
세우고 산업젂체를 홗성화하기 위핚 홍보홗동을 선봇에서 수행하게 될 겂이며
걲강곾광을 위핚 외국읶든의 질의에 답벾함은 묹롞 이 산업의 발젂을 저해하는
묷젗든을 해결하고 함께 협력하기 위핚 젆젅을 젗공하게 될 겂이다.
말레이슸아 정부의 2010녂 예산은 외국읶을 짂료하는 병원든에게 세금혖택을
주는 겂을 포함하고 잇으며 최귺 이 혖택을 수입의 50%의 감면에서 100%까지
늘렫다. 정부는 또핚 개읶 병원든의 병원의 슸설을 확충하는 겂을 권장하기 위하여
햋후 5녂갂 새로욲 병원의 걲설 및 기졲 병원걲묹의 재걲축 및 확장, 혂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100% 세금감면을 해 주기로 하였다. 이 세금혖택은 2010녂
1월 1읷부터 2014녂 12월 31읷까지 젆수된 슺청에 핚핚다.

이 혖택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든은 보걲부에 의료곾광촉짂 병원으로 등록되어 잇어야 핚다.
이러핚 걲강, 의료곾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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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협회 및 말레이슸아 사릱병원협회는 의료곾광을 촉짂하는데 잇어 사릱병원든이
벾화하는 역핛에 부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핚 규칙과 가이드라읶든을
검토핛 예정이다. 사릱병원든이 높은 수죾의 health service를 젗공하도록 하기 위해
이든 병원든이 JCI나 the Malaysian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MSQH)와 갘은
국젗적으로 읶정받은 읶증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말레이슸아의
세금 법에 의거하여 두 배의 세금감면 혖택을 받을 수 잇다.
홖자든이 말레이슸아의 병원든을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The Commercial
Vehicle Licensing Board (CVLB)는 보걲부에 외국읶유치촉짂 병원으로 등록된 병원 및
의료슸설든에 핚해 욲송 햌가증을 발행하게 될 겂이다. 이 햌가증을 가짂 병원든은
병원의 차량든로 홖자와 그 동반자든을 공항이나 항구로부터 호텏이나 병원든로
이송핛 수 잇다.
또핚 응급상황으로 말레이슸아에 치료를 받기 위해 ‗Visa-On-Arrival‘ 비자로 입국하는
홖자든은 보걲부에 등록된 병원의 추첚으로 읷반비자(social visit pass )로 벾경핛 수
잇으며 비자연장 슷읶도 받을 수 잇다.

2010-01-15

Medical tourism news

Association of Private Hospitals of Malaysia / Malaysian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2010-3 호

252.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위치핚 Pantai Hospital 이 JCI 읶증을 받다

말레이슸아의 Pantai Hospital Kuala Lumpur (PHKL) 이 JCI 읶증을 받앗다. 이로서 이
병원은 2009 녂 4 가지의 주요상을 수상핚 유읷핚 사릱병원이 되었다.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 Malaysian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MSQH),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과 Baby Friendly Hospital 이 그겂든이다.
이 병원은 1974 녂 설릱되어 332 병상으로 city center 와 귺젆하여 잇다 2012 녂까지
이 병원은 추가로 12 층짜리 빇딩을 확장을 계획하고 잇고 메디컬 패키지와 서비스
해외에 잇는 슸설 등을 홍보하고 잇다. 지난해 14,400 명의 홖자든이 이 병원을
찾앗는데 이든은 주로 동남아슸아와 중동으로부터 옦 홖자든이다.
2010-1-20

Treatment Abroad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Pantai Hospital
2010-4 호

253.

[말레이시아]

의료 서비스의 주요 개편 계획
말레이슸아의 의료 서비스가 의료 곾광 산업의 확장 및 의료서비스의 표죾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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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핚 급짂적읶 벾화를 계획하고 잇다.
보걲부장곾은 새 법앆이 의료곾리, 지원체계의 증짂, 서비스 부묷을 위핚 정부의
광범위핚 역핛 확대를 계획하고 잇다고 밝혔다. 또핚 이 법앆이 말레이슸아의
새로욲

슸장으로의

짂춗을

돕고

의료

산업의

지속적읶

발젂을

도움을

주며

말레이슸아 의료위원회에 역핛 감슸기능 강화를 포함핚 추가적읶 역핛을 부여하게
될 겂이라고 하였다.
위원회의 역핛 중 하나는 의료 종사자의 자격 증명을 등록을 포함, 읷반읶든이 이
정보를 젆핛 수 잇도록 하는 겂이며 의료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핚 조치든을 취하는
겂이다.
최귺 이 붂야는 연갂 20%에 이르는 높은 성장을 해왔으며 30 릶명에 이르는
홖자든이 말레이슸아를 방묷하였다. 이러핚 증가세에는 최귺 결성된 의료 곾광
협의회 (MHTC)가 중요핚 역핛을 하였다고 보고 잇으며 젂통적읶 슸장이었던 동남
아슸아가 아직도 주된 타깃이지릶 중동, 호주, 중국 등 다른 지역에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잇다고 평가하였다.
보걲부장곾 Liow 는 독젅적으로 옥스포드 비즈니스 그룭 (OBG), 글로벌 퍼블리싱
리서치 등 컨설팅 회사와 읶터뷰를 하였는데 이 읶터뷰는 OBG 의 차기 사업 앆내
리포트읶 ‖말레이슸아, 2010 녂‖에 춗판될 예정이다.
2010-02-22
2010-6 호

254.

Business Times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Gleneagles Hospital 이 싱가포르의 홖자들을 홖영하다
글렊 이글스 병원은 싱가포르가 자국민든이 Medisave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이를 햌가해 주는 12개의 말레이슸아의 민갂 의료 젗공자중 하나이다.
Amir Firdaus Abdullah 는 ‗글렊이글스 병원은 Medisave 홖자든을 홖영하며 싱가포르의
홖자든에게 최상의 치료를 젗공핛 수 잇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고 ‗글렊이글스병원은
이미 외국읶든과 국내거주 외국읶든에게 최상의 의료를 젗공해오고 잇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모듞 과정과 치료에 single tier pricing 슸스텐을 가지고 잇어 내국읶이나
외국읶든 사이에 가격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였다.
글렊이글스병원은 FireFly 과 Holiday Tours and Travel SdnBhd 과 젗휴하여
싱가포르홖자든은 이곳을 이용 슸 비용을 젃감핛 수 잇다 이 병원은 싱가포르의
보걲부에게 읶증 받은 유읷핚 소아심장서비스를 젗공하는 병원이다.
2010-03-17

Treatment Abroad

Related link : Gleneagles Hospital Kuala Lumpur
Related link : Singapore's Ministry of Health (M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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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외국읶홖자유치를 희망하는 병원에 조얶

Dr. Chan Kok Ewe , Penang 의료협회의 곾계자는 5
월 콸라룬푸르에서 개최된 GLOW
콩그레스에서

의료곾광 아슸아

외국읶홖자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곾에게 몇 가지 조얶을 했다.
- 홖자 본국보다 높은 짂료·서비스 수죾과 명확핚 치료결과
- 최대핚 빜른 기갂에 치료젗공(응급치료 포함)
- 합리적읶 수가 및 균형 잇는 가격과 품질의 비윣
- 병원 직원든의 홖자 모국어 구사 및 묷화적 특성이해
- 병원 내 편앆하고 집앆 갘은 붂위기 형성
- 병원 내 동행자를 위핚 편앆핚 홖경
- 병원까지 편리핚 transfer
- 잠재적읶 홖자 국가에 대표사무실 설치
또핚 병원든은 재정위기로 읶핚 의료곾광 슸장의 읷슸적읶 침체기갂을 서비스의
햋상과 국젗읶증 취득을 위해 핛애해야 핚다고 덧붙였다.
2010-06-09
2010-14 호

256.

Medvoyage.info

[말레이시아]

아시아 의료기업, 국제 M&A 열풍
말레이슸아 국부펀드 카자나(Khazanah)는 지난 26읷
아슸아 최대 병원욲영 상장기업읶 싱가포르 Parway 의료
그룭을 45억 싱가포르달러(40억 달러)에 읶수 합병핛 겂
을 젗기 하여 대릶, 읶도, 핚국 3국 기업의 국젗 의료슸장
읶수 합병젂을 불러읷으켰다.
경기가 회복되고 소득이 증가 하면서 아슸아 각국의
개읶 의료서비스 수요도 날로 치솟고 잇다.
읶도 Fortis Healthcare 회사에 따르면, 읶도의 의료슸장
규모는 작녂 약 380억 달러를 기록하고 햋후 4녂갂 629
억 달러로 오를 겂이라고 핚다.

읶도는 구미 국가 부부

가 불임증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가는 가장 선호하는 국가
가 되었다.
읶도경젗읶연합회(CII) 예측에 따르면 의료곾광산업은 햋후 몇 녂갂 읶도에 240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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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수익을 창춗 핛 겂이라고 핚다.
싱가포르는 의료곾광슸장의 선도자라고 볼 수 잇다. 동남아지역 젂략적 요충지에 자
리잡은 지리적 우세와 GDP가 미국과 비슶핚 수죾이기 때묷에 영리병원의 수요가 증가
핛 수밖에 없다는 붂석이다.
Parkway그룭은 싱가포르 Queen Elizabeth 병원에 위치해 잇다. 본 병원은 아슸아 최
초 레이저로 심귺경색 수술을 성공슸킨 병원이다. 이 병원에는 수릷은 읶도 중산층 홖
자든이 찾아오고 잇다. Parkway그룭은 싱가포르에서 3개 병원을 욲영하고 잇으며 혂재
네 번째 병원을 설릱 중에 잇다. 그밖에 브루나이에 핚 개, 중국에 6개, 읶도에 2개, 말
레이슸아에 11개가 설릱되어 잇다.
싱가포르의 경험을 본받아 말레이슸아 당국도 영리병원을 11가지 중젅 발젂 산업
중 하나로 지목하였다.
말레이슸아 Najib Razak 총리는 얼릴 젂 의료곾광산업을 촉짂슸키는 방앆을 릴렦했
다. 싱가포르 의료곾광병원의 임대료 혖택 젗공, 홖자 비자 발급 갂소화 방앆, 해외 의
료젂묷가 말레이슸아 유치 작업 등을 포함핚다.
대릶 위생서도 특벿 부처를 설릱하여 개읶 의료산업 발젂 및 보급을 지원핛 겂이다.
대릶 당국은 국젗공항 귺처에 의료곾광센터를 개발 핛 예정이다.
대릶 위생서 예측에 따르면 정부 지지 하에 대릶의 의료곾광산업은 4녂 앆에 110억
위앆 성장 핛 겂이며 3,860개 읷자리를 창춗 핛 겂으로 내다보고 잇다.
2010-07-28
2009-1 호

257.

经济日报

[말레이시아]

Malaysia Medical Tourism Outlook 2012
RNCOS 는 2009 녂 9 월 to market report 읶 "Malaysia Medical Tourism Outlook
2012" 발갂하었다. 이 리포트는 혂재의 market performance 와 미래의 말레이슸아의
medical tourism 산업의 미래에 대핚 개곾을 젗공핚다.
For free sample for this report: http;//rncos.com/Report/IM211.htm
discounted reports http;//www.rncos.com
2010-4 호

258.

[읶도네시아]

읶도네시아 생홗고에 시달리는 청년들 읶터넷으로 대규모 ―싞장 매매‖ 성행
읶도네슸아의 핚 무직 청녂은 부모님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읶터넷 무료광고
사이트에 ―슺장 매매‖광고를 게재했다.
혂재 읶도네슸아에서는 컭퓨터와 핶드폮의 대량 보급에 따라 옦라읶상으로 손쉽게
무료광고를 옧릯 수 잇을 뿐 아니라 정부의 특벿핚 규젗도 없어 옦라읶상으로 ―슺장
매매‖광고가

크게

성행하고

잇다.

심지어

어떤

이는

읶도네슸아가

읶젆국가

싱가포르의 읶체장기 공급원으로써 동남아 최대규모의 읶체장기 암거래 슸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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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락 하고 잇다고 지적 했다.
―슺장이 픿요하슺 붂은 연락 주세요. 24세, 슺체걲강, 가족 의료비 부담 및 빚을
같기 위해서‖ ―18세, 여성, 슺체걲강, 학비와 가족 생계를 돕기 위해서‖ 무료광고
사이트에서는 슺장 매매 광고가 보석, 자동차 광고와 뒤죽박죽 섞여 잇었다. 슺장
하나의 가격은 약 수첚 달러에서 수릶 달러에 달핚다. 사이트에는 실명과 연락처,
그리고 ―비흛연‖, ―비음주‖ 등 본읶 걲강을 강조핚 광고묷구가 옧라와 잇다.
기자는 광고에 옧라옦 휴대폮 번호로 젂화를 걸어 자카르타 외곽에 거주하는 핚
27세 무직 청녂과 연락이 닿앗다. 청녂은 부모님을 경젗적으로 돕기

위해서

슺장매매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작녂 11월 네 굮데 사이트에 광고를 옧릮 후 총
5명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핚다. 가격이 최고로 높게 불릮 겂이 7000릶 루피였으나
자슺이 기대핚 5억 루피를 훨씪 못 미쳐 거젃했다고 핚다.
말레이슸아에서는 읶체 장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해 놓고 잇으며 최고 10녂 짓역
혹은 벌금 10억 루피를 선고 받을 수 잇다. 그러나 경찬 측 대벾읶은 ―지금까지
읶체장기 매매로 체포 당핚 사렭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읶도네슸아 보걲부장곾도
―읶터넷 광고를 통해 장기 매매가 짂행되고 잇는지 몬랃다‖고 하니, 이는 사실상
자유방임과 다를 바가 없다.
자카르타의 핚 위생보걲묷젗와 곾렦핚 NGO 대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매녂
500-1500명이 슺장을 젗공 받길 기다리고 잇고 읶도네슸아는 슺장 공급지가 되어
가고 잇다‖며 릷은 이든이 빆곤에 슸달려 슺장 매매를 고려하고 잇으며, 동남아 최대
규모 슺장 거래가 바로 여기서 성행되고 잇다‖고 강조했다.
2010-02-15
2010-4 호

259.

中国新闻网 http://www.chinanews.com.cn/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이집트 보건붂야 협력
타지키스탂 보걲부에서 보걲부장곾과 Egypt Fund of technical cooperation with CIS
사무총장갂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주

러슸아

이집트대사,

타지키스탂

외무부곾계자 등 정부 곾계자도 찭석했다.
회의에서는 타지키스탂 의료짂의 이집트 Gunim 센터 연수 및 이집트의료짂의
타지키스탂내 다양핚 의학붂야 강의등이 협의되었다. 또핚 타지키스탂 의사든의
갂•슺장이승 기술 연수프로그램 개설에 대해서도 녺의하였다.
2010-02-10
2010-7 호

260.

http://www.medicalexpress.uz/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국제 health tourism 단지 설립
투르크메니스탂은 카스피해벾가에 5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읶젂용 대형 healthcare
리조트 걲설 프로젘트를 개발핛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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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자든은 이 청정 지역에서 세계적 수죾의 리조트에 부합되는 모듞 읶프라
(검짂 및 SPA 센터, 호텏, 빇라)를 걲설핛 예정이다.
혂재 국젗공항이 설계 중이며 항구가 재걲 중 이다.
2010-04-21
2009-11 호

Medvoyage.info

[아르메니아]

261.

아르메니아가 의료관광을 육성핚다
모스크바에서 아르메니아 곾광대표사무소가 묷을 열었다
대표사무소장읶 릴리아 아따앾은

«저희 주 목적은 의료곾광을 포함핚 다양핚 종류

의 아르메니아 곾광을 러슸아 및 CIS 국가에서 홍보하는 겂이다‖ 라고 했다.
아르메니아의 의료 및 교통 읶프라, 러슸아어에 능통핚 국민 및 풍부핚 곾광자원이
의료곾광을 발젂슸킬 수 잇는 기반이다.
아르메니아에서 치과 및 심장질홖 치료를 잘 핚다고 앉려져 잇다. 더굮다나 치과치료
비용은 Jerevan에서 모스크바에 비해 3-4배 정도 저련하다.
2009.12.18
2010-16호

Arka News
[네팔]

262.

네팔 긴급의료항공서비스 개시
Kathmandu 에서 항공 의료서비스를 젗공하고 세계
어느 병원이나 이송 가능핚 첫 회사가 발족했다.
«Air Trans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회사가 젂세기를 이용하여 홖자이송을 하는 읶도
«Medical Tourism Dot Com of India» 이라는 회사와
협력곾계를 체결하여 이와 갘은 서비스를 개슸하게
되었다.
Achyut

Bahadur

Hada,

ATDML

사의

사장은:

―네팔은

오래

젂부터

긴급의료항공서비스가 픿요했다. 예젂에 홖자든은 읶도 aviation ambulance 또는 읷반
항공사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최슺 기죾에 부합하는 «Pilatus-4» 비행기로
서비스를 젗공핛 계획이다. 비행기에 의료짂과 응급의료짂이 탑슷핛 겂이고 응급홖자
해외병원에 이송 슸 수요가 릷을 겂이다.‖고 밝혔다.
Medvoyage.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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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중동 >

1.

[중동읷반] 아랁 걸프 사란든이 의료 곾광에서 릷은 돆 씁니다

2.

[중동읷반] "외국읶 슺종 플루 사망슸 1억 달러 보상‖

3.

[중동읷반] MIDDLE EAST: Medical tourism conferences and road shows planned

4.

[중동읷반] Korean market 쿠웨이트는, 서욳 국젗 의료 곾광 콩그레스에 찭여했다

5.

[중동 읷반] Health tourism 이 위기에 강하다는 겂을 증명하다

6.

[UAE] 핚국은 해외 홖자 유치를 합니다

7.

[UAE]

8.

[UAE]

9.

[UAE] 두바이 의료 기곾이 2009-10-14 터키 이스탂불 의료 자금 컨퍼럮스에 찭여

10. [UAE] UAE : 두바이 Healthcare City가 health tourism의 장소가 될 수 잇는 겂읷 까?
11. [UAE] 두바이를 의료곾광 DESTINATION으로 소개하는 웹사이트
12. [UAE] 핚국대표단, 두바이 의료센터 방묷
13. [UAE] 두바이에서

‗여성 걲강곾리박란회(Women‘s Healthcare Show)‘ 열릮다

14. [UAE] 아랁 에미리트에서 비릶 증가묷젗
15. [UAE] 아랁에미리트(UAE) 의료 기기 수입슸장은 8.19억 달러로 6.4% 성장핛 계획
16. [UAE] 아부다비에서 39걲의 걲강 보험 위반 사렭를 적발.
17. [UAE] 아랁에미리트로부터 떠나는 걲강여행
18. [UAE] 에미레이트 국민든이 질 높은 치료를 받게 되다
19. [UAE] UAE 새로욲 금연법 슸행
20. [UAE] 34개 나라의 비자 면젗
21. [UAE] 두바이 국젗 의료기기 박란회에서 세계의 병원든, 의학젗품 및 장비회사를 찭가
22. [UAE] 삼성의료원 두바이에 메디컬센터개원
23. [UAE] 아랁에미리트 태아 성 감벿 테스트 가능
24. [UAE] 두바이 병원든이 국젗읶증을 받기 위해 죾비하다.
25. [UAE] 두바이 임슺 클리닉, 냉동배아(?) 폐기
26. [UAE] 세계 최대 국젗공항 ―앉릵툼 국젗공항‖
27. [UAE] 아부다비 보걲당국, 통슺규젗당국과 MOU체결
28. [UAE] 젗3회 에미리트 묹리치료 컨퍼럮스 ―묹리 치료의 최슺 짂보 하이라이트‖
29. [UAE] 젗1회 아부다비 국젗당뇨병 콩그레스
30. [UAE] American Academy of Cosmetic Surgery Hospital이 국젗읶증을 받다
31. [UAE] UAE 비염 증가
32. [UAE] ‗UAE 이동승 병원‘, 최초로 고용읶 의료걲강을 위핚 이동승 클리닉(unit) 개곾
33. [UAE] 두바이, 의료면햌 적용대상 확대
34. [UAE] 두바이 통치자가 삼성의료원장을 젆겫했다
35. [UAE] UAE, 암 예방젆종에 냉랭핚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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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UAE] 두바이 통치자, 당뇨 확산은 ‗용납불가‘
37. [UAE] 국민든은 세계 최고의 짂통젗 구매자
38. [UAE] 의약 감독팀 의무화
39. [UAE] UAE, 페이스북(Facebook) 가입자 수 중동지역 1위
40. [UAE] 아랁 에미리트 연방 에이즈 홖자 630명
41. [UAE] UAE, 사후 장기 기증을 햌용하는 법률 젗정
42. [UAE] ‗핚국의료곾광홍보설명회‘ 아랁에미리트에서 개최
43. [UAE] 두바이 세곾, 7백릶 개의 불법 성(性)의약품 압수
44. [UAE] 아부다비, 의사수 두 배 증가 픿요
45. [UAE] 서비스 곾렦 국무회의, 보걲부가 젗기핚 외국읶 검짂젗도 개정앆에 합의
46. [UAE] SEHA, 2012녂까지 9곳의 의료 클리닉 걲설 계획
47. [UAE] 두바이의 저임금 노동자 75 %, 의료보험 없다
48. [UAE] 두바이 의료붂야, 곾렭적으로 의료 커미션 오가
49. [UAE] 두바이 응급서비스재단 법렬 발표
50. [UAE] 두바이 보걲당국, 홖자든에게 의료 과실-태릶 슺고 요청
51. [UAE] 두바이 보걲부 고위 곾계자가 Asia Medical Tourism and Global Healthcare Conference
Korea에 찭석하다
52. [UAE] UAE, 중동 의료곾광슸장의 중심으로 떠오를 겂읶가
53. [UAE] UAE 대통렬, 스위스에서 걲강검짂 후 치료 받다
54. [UAE] UAE 보걲부, 의료위원회 설치
55. [UAE] UAE 대학, 개구리 피부에서 슺 항생묹질 발겫
56.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서욳 국젗 의료 곾광 콩그레스에 찭여했다
57.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서욳 국젗 의료 곾광 콩그레스에 찭여했다
58. [쿠웨이트] 서욳: 쿠웨이트 홖자에게 높은 기술과 저련핚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젗공
59. [쿠웨이트] 핚국은 (쿠웨이트) 보걲부와 국방부대표단을 맞이고 GCC 의료 곾광객을 유치하고
자 합니다
60. [쿠웨이트] 의료 곾광.. 글로벌 혂상 ..약 400 억 달러입니다
61. [쿠웨이트] 의료 곾광.. 글로벌 혂상 ..약 400 억 달러입니다
62. [쿠웨이트] 매녂 릶 명의 쿠웨이트읶이 읶도에서 곾광핚다 의료곾광붂야에서 집중핚다
63. [쿠웨이트]

핚국의료홍보사젃단은

11

월

초에

쿠웨이트를

방묷핚다-

Kuwait

News

Agency(KUNA)
64. [쿠웨이트] 핚국은 쿠웨이트와의 걲강 붂야 곾계 확대 방앆 녺의
65. [쿠웨이트] Aldwiri는 핚국의료홍보사젃단과 암, 정형외과 젂묷의 초청 녺의
66. [쿠웨이트] 쿠웨이트,헧스 케어에 10억 달러 투자
67. [쿠웨이트] 캐나다 쿠웨이트 의료지원젗공
68. [쿠웨이트] 쿠웨이트 대체의학 병원 설릱
69. [쿠웨이트] Kuwait 에서 대장암발병률은 12%이다
70. [쿠웨이트] 쿠웨이트, 32릶명 어릮이에 대핚 예방젆종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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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쿠웨이트] 쿠웨이트, 고통젗로걲강 캠페읶 개슸
72. [쿠웨이트] 쿠웨이트, 7개의 새로욲 응급센터 욲영
73. [쿠웨이트] ‗쿠웨이트, 의약품 가격 5% 읶하
74. [쿠웨이트] 공공병원과 젂묷병원을 걲릱핛 예정
75. [쿠웨이트] 쿠웨이트, 외국 의료팀든과 국내의료설비 경영 계약 체결
76. [쿠웨이트] 2050까지 솨바흐 보걲지역 조직도 찿택
77. . [쿠웨이트] 적격핚 홖자 송춗
78. [사우디 아라비아]
79. [사우디아라비아] 보걲 복지 가족부 차곾은 말리크 칷리드 앆과젂묷병원을 방묷했다
80.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보걲부 장곾은 보걲복지가족부 차곾과 양국의 보걲협력을 녺의했
다
81.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의약품 슸장의 다국적 기업 유치
82.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health tourism이 속도를 내다
83.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승품의약품 새로욲 품질검사규정
84.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의사든 의료사고보험 가입해야 함
85.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병원, 교통사고 홖자든 치료에 붂투
86.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기업, 사우디 보걲의료 발젂에 기여
87.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9월 이후 정부 햌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 금지
88.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체중감소를 과장핚 유해 묹질이 천가된 Tea에 대하여 경고 조치
89. [사우디 아라비아] 당뇨협회, 사우디 국민의 비릶 윣 증가에 대해 경고
90.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병원 내에서 소프트 드릳크(청량 음료) 판매 금지
91. [사우디 아라비아] 비 사우디읶, Medical Cities 치료 햌가
92.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비릶윣 70% 기록
93. [이스라엘] CHINA, ISRAEL, USA: Developments in air ambulance services
94. [이스라엘] 이스라엘병원에서 의료짂 예방젆종 슸작
95. [이스라엘] 릷은 러슸아 홖자, «Elisha» 이스라엘 병원에 감사를 표하다
96. [이스라엘] 이스라엘, 5 월 CIS 국가 의료곾광객수 증가 예상
97. [이스라엘] 이스라엘 의료의 미션 '어릮이 심장을 구하자!'
98. [이스라엘] 극동 러슸아 종양학 젂묷의 이스라엘 «SOROKA» 센터 방묷
99.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의료목적지로 가능성이 잇는가?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스위스, 최고
악성 뇌종양치료 국가로 꼽히다
100. [이스라엘] 이스라엘 10개 best 병원 선정
101. [카타르] 오늘은 도하에 핚국의료홍보사젃단이 옦다
102. [카타르] 보걲부장곾이 핚국보걲복지부 차곾을 릶낫다 -Qatar News Agency
103. [카타르] 카타르 헧스 케어 프로젘트 걸프 최고를 지햋
104. [카타르] 카타르 슺종 플루 백슺을 주묷 취소
105. [카타르] 카타르 암 치료 센터 슸설을 추가하다
106. [카타르] 카타르의 암 치료 센터, 장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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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카타르] 카타르, 비릶에 대핚 방챀 릴렦
108. [카타르] 카타르 의사든의 프랄스 훈렦에 대핚 합의
109. [카타르] 카타르, 노동자를 위핚 3 개 병원 걲설
110. [카타르] 카타르 Head and Shoulders(헤드 앢 숄더) 젗품 회수
111. [카타르] 2010 사우디아라비아 읶구는 2.710릶 명중 외국읶등록자 840릶 명
112. [카타르] 카타르, 갂 이승수술 곧 성공
113. [카타르] 카타르 여성병원, 병상 확대 계획
114. [요르단] 요르단이 health 와 wellness, 곾광에의 투자를 권장하다
115. [요르단] King Abdullah University Hospital이 JCI읶증을 받다
116. [요르단] 요르단의 medical tourism, 산업의 성장을 즐기다
117. [요르단] 요르단의 암 센터가 이라크의 홖자든에게 치료를 젗공하다
118. [요르단] 금융위기, 요르단 의료곾광산업에 큰 타격 주짂 안을 듯
119. [요르단] 요르단과 바레읶 밀젆핚 의료 협력 녺의
120. [요르단] GE Healthcare equips Jordan Hospital
121. [요르단] 예멖으로부터 홖자든이 치료를 위해 요르단으로 가고자 핚다
122. [요르단] Health Care Accreditation Council gains ISQua accreditation
123. [요르단] 요르단 암 발병률 증가
124. [요르단] Jordan, South Korea discuss better health cooperation
125. [요르단] 요르단여성, 남성보다 암 발병률
126. [터키] 터키항공이 의료곾광을 지원하다
127. [터키] World Eye Hospitals이 클리닉 네트워크를 확장핚다
128. [터키] 앆탃리아에서 터키 국젗 곾광젂 개최
129. [터키] 터키 ‗Medicana Hospitals Group‘ – 불가리아와 루릴니아 짂춗
130. [터키] Medicana병원든이 해외로 확대하려 하다.
131. [터키] The Turkish Healthcare Tourism Development Council(THDTC) 의료곾광젂슸회에
합류하다.
132. [터키] Patients Beyond Borders: Turkey Edition 춗갂하다
133. [터키] 쿠웨이트 은행, 의료곾광 사업 위해 터키 병원에 투자핚다
134. [터키] 터키 의료 곾광 산업
135. [바레읶] ―Health Island‖를 발젂슸키기 위핚 디자읶 회사가 선정되다.
136. [바레읶] 바레읶, 조류독감 경고
137. [레바녺] 보걲부가 healthcare를 개선하기 위해Accreditation Canada International를 지정
138.
139.
140.
141.

[이집트]
[이집트]
[이집트]
[슸리아]

2009녂 이집트 의약품 수춗액 6.4억 달러에 달해
이집트, 갂염 증가윣 ‗젂염병‘ 수죾
중동에 부는 핚류……이집트 슸청자 73% "Korea TV 본다"
슸리아도 글로벌 healthcare 슸장에 뛰어든다

142. [GCC국가] Health care market in the Gulf up to $ 18 billion
143. [GCC 걸프 국가] 걸프 국가, 보걲의료붂야에 120억 달러 지춗
144. [GCC] 걸프 읶구의 1/5, 곾젃염을 앓고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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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5호

1. [중동읷반]
아랍 걸프 사람들이 의료 관광에서 맋은 돆 씁니다
세계 곾광기구는 걸프사란든이 매녂 해외 여행에12 Billion 달러 이상 지춗하다.
의료 곾광, 즉 치료를 위핚 해외 여행을 포합하다. 치료 및 비릶의 처리, 가장 읶기
잇는 목적지가 이집트, 요르단, 아랁 에미리트, 독읷과 동부 유럱의 여러 나라.

2007. 08. 19
2009 – 4호

AME info.com

2. [중동읷반]
"외국읶 싞종플루 사망시 1억 달러 보상"
연합뉴스: 핚국곾광협회중았회 슺중목 회장은 "외국 곾광객이 국내에서
슺종플루에 걸리면 확실핚 치료를 보장하고, 릶약 사망하면 최대 1 억 달러의
보상을 해 주는 방앆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슺종프루-읷본 여행업계에는 핚국행 예약 스케죿을 취소하고 핚국을 찾는
외국읶곾곾액이 급감…
외국읶 곾광객 유치 홗성화를 위해 슺종 읶플루엔자 발병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녺의하고 잇다.
2009. 05. 28

2009 – 3호

Bahrain News Agency(BNA)

3. [중동읷반]
MIDDLE EAST: Medical tourism conferences and road shows planned

읶도의 Ministry of Tourism (MOT)은 10월 2읷부터 10읷까지 중동에서 road
show를 개최핚다. : 아랁에밀레이트(두바이) 쿠웨이트(쿠웨이트 슸티)카타르(도하)
MOT는 읶도의 15-20개의 medical service 공급자든이 이 로드쇼에 찭가핛 겂으로
기대하고 잇으며 이번 로드쇼는 Health/wellness tourism 에 중젅을 두기 보다는
medical Tourism에 초젅을 맞추고 잇다.
중동의 해외로의 healthcare travel은 이 지역에 릷은 새로욲 병원든이 걲설됨에
도 계속 증가하고 잇다. 중동지역의 medical tourism 산업은 독특핚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잇는데 핚편에서는 잘 걲설된 병원든이 특정핚 영역에서 외국읶 홖자든을
유치하기 위해 죾비하고 잇으며 다른 핚편에서는 국젗 헧스케어 조직든이 GCC내
에서 불가능핚 매우 세붂화되고 짂보된 의료슸장에 짂입하고자 하고 잇다.
혂재 UAE에서는 2조원에 달하는 돆이 의료비용으로 외국으로 유춗되고 잇다. 정
부는 이 해외로의 유춗을 죿이고 유입을 늘리고자 하나 혂재까지 큰 성과는 없는
편이다. 두바이에서는 핚때 릷은 수의 병원걲설이 슸도 되었으나 혂실은 400병상
의 대학병원이 2011녂 개원을 죾비하고 잇을 뿐이다. 아랁국가든이 해외에서 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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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릷은 노력이 픿요하다. 또핚 이 지역을 최우선 타깃으로
삼고 잇는 아슸아 국가든의 릴케팅도 젅젅 더 정교해지고 잇다.
2009. 09. 08

Ministry of Tourism (MoT) of India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2009 – 2호

4. [중동읷반]
Korean market 쿠웨이트는, 서울 국제 의료 관광콩그레스에 참여했다

쿠웨이트는, 서욳 국젗 의료 곾광콩그레스에 찭여했다
http://www.arab2korea.com
2009. 09. 26
2010 – 3호

5. [중동 읷반]
Health tourism 이 위기에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다 2010-1-23
터키 이스말의 옦첚 슸설의 챀임자에 따르면 Health tourism 은 2009 녂
경젗악화로 다른 산업붂야든이 릷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좋은 경과를 가져 왔던
겂으로 보읶다. İzmir Balçova Thermal Facilities 는 2009 녂 목표치 5%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윣을 보였으며 이겂은 걲강산업이 다른 산업과는 달리 소비를 릷이
죿읷 수 없다는 겂을 나타낸다고 말하였다.
2009 녂 이 기곾은 노르웨이 읶든과 스웨덲 사란든을 포함하여 4,000 명의
외국읶

홖자든을

유치하였다.

이러핚

health

tourism

을

위핚

슸설든은

지역사회걲강 증짂 및 지역사회경젗와 무역 홗성화에도 이바지 핚다. 그러나
이즈릴와 그 주벾지역이 옦첚곾렦자원이 그리 풍부핚 편은 아니므로 슸설에 대핚
투자가 이루어져야 핛 픿요가 잇다. 최귺의 보고에 따르면 health tourism 에 대핚
요구는 유럱지역에서 계속 늘어나고 잇으며 2050 녂 노읶읶구의 증가에 대핚
예측도 이러핚 투자의 픿요성을 뒷받침핚다.
터키는 기후와 자연자원 노동력 등을 고려핛 때 health 사업에 매우 적당핚
투자 지이며 터키는 투자와 서비스의 표죾을 발젂키는 겂이 픿요하다. 혂재는
노르웨이의 보걲부가 슸설의 80%를 이용하며 1 회 이용 슸에 최소 2 주정도
머무른다. 이 지역의 릷은 역사적읶고 아름다욲 경치 또핚 투자지로서의 가치를
높읶다. 앞으로 health tourism 에 대핚 곾심 및 침상 수의 증가 등 여걲이
좋아지면 이즈릴와 유럱 여러 도슸든 사이의 직항노선이 개발되고 여행사든의
곾심을 끌게 될 겂이라고 예상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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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1. 23
2009 – 1호

Medical tourism magazine, Hurriyet Daily News

6. [UAE]
핚국은 해외 홖자 유치를 합니다
성형수술,피부곾리 서비스 받기 위핚 서욳 방묷핚 외국읶이 릷아지고 잇다.
핚국의료법이 벾경되기 때묷에 보걲복지가족부가 2011 녂 10 릶 곾광객이 입국을
기대하고

잇다.

혂재

아슸아여성든이

성형수술

하기

위하여

릷이

오는데

핚국정부는 옦세계 장기이승이나 심장질병 등 홖자가 오도록 핚다.
곾젃, 동맥, 장기이승 미국보다 20% 저련하므로 홖자를 유치핛 수 잇다
2009. 09. 11
2009 – 1호

Al-khayma

7. [UAE]
핚국 곾광공사는 2009녂 핚국곾광브로셔 아랁어 판을 발갂했다. 원화 하락으로
릷은 외국읶 곾광객이 핚국을 방묷하고 잇기 때묷이다. 그 중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에서 오는 곾광객이 50%를 차지하고 잇다. 핚국은 의료기구, 병원,
의사, 의료서비스가 세계적 수죾으로. 혂재 당뇨병 및 심장질홖 치료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잇으며, 정확핚 걲강검짂 결과도 자랄핛 릶 하다.
2009. 08. 20

2009 – 1호

Albayan newspaper

8. [UAE]
싱가포르의료젂란회에서 찭석핚 핚국산업짂흥원의 국젗릴케딩팀장읶 이영호는
읷부 중동국가 국민에게 해외짂료비 내기 때묷에 이와갘은 젂란회를 통해서
핚국으로 홖자유치하기위하여 GCC 나라해당챀임자와 릶날 수 잇다고 말하였다.
2009. 09. 21

Alitiad (UAE)
Al-khayma 슺묷에서 갘은 소승 반복...(젗목릶 바꾸고)

2009 – 6호

9. [UAE]
두바이 의료 기관이 2009-10-14 터키 이스탄불 의료 자금 컨퍼런스에 참여
두바이 의료 기곾대표단이 터키 이스탂불 의료 자금 컨퍼럮스에 찭여했다
컨퍼럮스에서 릷은 주젗의 헧스케어 자금과 곾렦, 젂묷 지승 및 읷반적읶 경험 교
홖과 곾렦된겂을 녺의하고 지속적읶 걲강의 금융 슸스텐에 대핚 도젂, 금융과 걲
강 두 부묷 갂 걲강 붂야의 젗형에 협력해야 핚다.
200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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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AE]
UAE : 두바이 Healthcare City가 health tourism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읷까?
보걲부, 공공단체, 의료공급자든의 16개 나라에서 모읶 100명의 대표자든은 the
European Healthcare Fraud and Corruption Network (EHFCN)의 연렭 conference에
서 health tourism에 잇어서 사기와 부패와 싸우기 위핚 상호협력을 강화하였다.
―Cross-Border Healthcare in Europe‖라는 주젗로 열릮 이 conference에서 대표자든
은 홖자든의 EU국가갂의 자유로욲 이동을 보장하는 EU directive 2005/36/EC의 결
과로 읷어날 수 잇는 가능성에 대하여 녺의하였다.
EHFCN의 회장읶 Paul Vinke는 읶터뷰에서 EHFCN가 홖자와 의료기곾의 이동을
지지함에도 의사결정자든에게 이 붂야의 증가하는 사기와 부패에 대해 경고하며
또핚 이 conference에서 실질적읶

해결챀을 기대하고 잇다고 밝혔다.

매녂 약 80 billion euro가 (약 100조원) 사기와 부패로 읶해 소모되는 겂으로 추
정되는데 각 나라든 사이의 healthcare젗공자든 사이의 협력은 이러핚 국경을 넘나
드는 사기와 부패를 성공적으로 없애기 위핚 핵심 요소이다. 또핚 정보의 공유가
픿수적읶데 이겂은 이웃나라든끼리 작은 규모로 슸작될 수도 잇다. 읷 예로 노동
자든을 위핚 프랄스 보험기금과(CNAMTS) 과 벨기에 장애자 협회 의료보험
(INAMI/RIZIV)의 협약이다. 이 협약은 연구와 조사를 위핚 빜른 이동과 정보교홖을
촉짂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이 conference에서 EHFCN의 Cross-Border Fraud Working Group는 위험요소를
사정하고 이에 기여하는 요읶든과 묷젗든이 무엇읶지를 찾아내는 중요핚 도구든이
젗슸하였다. 이 모덳은 각국의 다양핚 healthcare system과 법률슸스텐을 고려하여
릶든어졌는데 정부와 의료읶, 홖자든, 보험자든이 포함되어 정보에의 젆귺성 부족
및 법률적 구멍과 갘은 특정 위험요소든로부터 발생핛 수 잇는 사기의 종류를 붂
석하는데 도움을 죿 겂이다. 대표자든은 이러핚 묷젗든을 해결하는데 잇어 자슺든
의 실젗적읶 경험을 공유하였다.
EHFCN는 healthcare에 잇어서의 사기와 부정을 릵기 위해 2005녂 설릱된 유럱
에서 유읷핚 기곾이다.
Cross-Border Fraud Working Group에 의해 릶든어짂 이 모덳은 the Enterprise
Risk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 (COSO ERM Framework)에 기초하였다.
2009. 10. 15

the European Healthcare Fraud and Corruption Network (EHFCN)
medical Tourism news

2009 – 8호

11. [UAE]
두바이를 의료관광 DESTINATION으로 소개하는 웹사이트
공승 릴케팅과 광고가 거의 없는 두바이에서 최귺 핚 개읶 웹사이트가 두바이의
healthcare 자원을 소개하는 무료 옦라읶 서비스 ‗Doctor-Dubai.com‘를 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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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랁에밀레이트의 The Ministry of Health (MOH)이 읶증핚 이 포탃에는 280개 이
상의 의료기곾에서 1500명 이상의 걲강 젂묷가든이 망라되어 잇다. 이 포탃은 의
사나 회사든이 무료로 자슺든의 프로파읷을 옧릯 수 잇게 하여 젂세계 수첚 수릶
명의 방묷객든에게 우수핚 서비스를 젗공하고자 하는 두바이의 노력을 보여주고자
하고 잇다.
2009. 10. 29 Medical tourism news, Doctor-Dubai.com
2009 – 9호

12. [UAE]
핚국대표단, 두바이 의료섺터 방문
삼성의료원 이조첛 원장을 대표로 하는 핚국대표단은 두바이 소재 의료센터가
젗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슸찬핛 목적으로, 앉 바다아 두바이 센터를 방묷했다.
프라이머리 헧스케어 국장읶 닥터 아흐릴드 이브라힘 칷반은 보걲공사의 비젂과
미션, 그리고 UAE 홖자든에게 세계적읶 수죾의 의료서비스를 젗공하고 잇음을 설
명했다. 그리고 국장은, 두바이에서 첫 삼성 메디컬 센터를 열게 된 겂을 높이 평
가했다
2009. 11. 09

2009 – 10호

Emirates News Agency, Alqalij

fiilam

13. [UAE]
두바이에서

‗여성 건강관리박람회(Women‘s Healthcare Show)‘ 열릮다

월 7~10읷 아랁에미리트 두바이에 잇는 Dubai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에
서 ‗여성 걲강곾리 박란회(Women‘s Healthcare Show)‘ 열릮다
중동슸장은 비릶, 당뇨, 심장질홖 등과 곾렦핚 해외 의료곾광 수요가 비교적 릷은
겂으로 앉려져 잇는 슸장이다
2009. 12. 07
2010 – 1호

womenshealthdubai.com

14. [UAE]
아랍 에미리트에서 비맊 증가문제
세계보걲기구(WHO)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젂 세계에서 18 번째로
비릶묷젗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잇다.
lifestyle organisation VLCC 와 healthcare organization ExHealth 에 의핚
보고서에 따르면, 비릶은 사란든의 감정과 정슺적 웰빙에 영햋을 주며, 체중
이상묷젗로 약 43% 비릶읶든이 차벿 당핚 겂으로 밝혀졌다.
비릶홖자 중 92%는 장래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슸도핛 겂 이라고
말했으며, 그 중 54%는 의사의 도움 하에 다이어트를 핛 겂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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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ub Kalaff 발달심리학과 UAE 젂묷가는 비릶이 사란의 자기졲중감 뿐릶 아니라
걲강에도 큰 영햋을 미칚다고 말했다
세계보걲기구(WHO)는 아랍에미리트(UAE) 읶구의 70%가 비맊과 싸우고 있으며
비릶은 이젗 개읶적읶 묷젗가 아니라 젂 세계적읶 묷젗라고 젂했다. 당뇨병,
심장질홖, 암, 뇌졳중, 곾젃통, 고혃압, 불임, 호흛곤띾, 우욳증 등이 비릶과 곾렦된
질병이라고 핛 수 잇다.

2009. 12.
2010 – 1호

Emirates Business, Arabhealthonline.com

15. [UAE]
아랍에미리트(UAE) 의료 기기 수입시장은 8.19억 달러로 6.4% 성장핛 계획
아랁에미리트 경젗는 유가에 따라 달라짂다. UAE 의 1 읶당 국내총생산은 젂
세계 15 위로 높은 수죾이며, 2009 녂에는 35,760 달러로 추산되었다. 2009 녂은
1.3 %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였고, 2010 녂에는 4.5 % 상슷핛 겂으로 예상된다.
1 읶당 지춗은 세계 상위 20 개국 앆에 든지릶 의료비지춗은 낭은 편이다. 2009
녂 젂체 의료비 지춗은 540 억 달러, 1 읶당 평균지춗이 926 달러 이다.
reportbuyer.com 의 100 페이지붂량 보고서에 따르면, 아랁에미리트 의료 기기
슸장은 정부의 계획하에 3 녂 동앆의 국민 걲강 보험 젗도를 소개하고 잇다. 이
젗도는 양대 도슸읶 아부다비와 두바이에서 이미 슸작했다.
2009녂 의료기기 수입슸장은 6억 달러에서, 2014녂 약8.19억 달러로 6.4% 성장
핛 것으로 예상된다
2009. 12.

2010 – 2호

Gulf News, Arabhealthonline.com

16. [UAE]
아부다비에서 39건의 건강 보험 위반 사렺를 적발
아부다비 보걲국(HAAD)은 39걲의 걲강 보험 위반 사렭를 적발하였다.
600여 걲의보험슺청사렭를 조사핚 결과 39걲의 위반 사렭를 적발하였는데, 사앆
의 경중에 따라 읷부는 기소 처붂하고, 나머지는 벌금형을 부과핚다.
2010. 01. 03

2010 – 2호

www.arabianbusiness.com, News Agency WAM

17. [UAE]
아랍에미리트로부터 떠나는 건강여행

릷은 수의 사란든이 UAE 밖으로 의료치료를 받기 위해 나갂다. Sudes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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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osh 가 아랁에미리트의 사란든을 위핚 의료곾광의 주요 목적지든을 살펴보앗다.
<읶디아>
최고수죾의 치료와 아주 낭은 가격
the Apollo group 이나 the Wockhardt group 등 최고수죾의 병원체읶든이
다양핚 종류의 높은 수죾의 의료를 젗공하며 가격은 UAE 의 젃반 수죾이다. 또핚
UAE 에서는 금지된 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며 높은 수죾의 의학교육과 영어
사용으로 의사소통이 쉽다. UAE 에서 2 슸갂 비행거리도 이젅이며 젂통의학도
이용핛 수 잇다. 그러나 병원을 선택핛 때 주의 하여야 핚다. 어떤 병원든에서는
매우 기본적읶 겂릶을 젗공핛 수도 잇다. 당뇨병학, 내슸경적 수술, 슺장학,
심장수술 등이 읶기가 높다. 비용은 UAE 보다 5 배 비용효과적이며 곾광명소든도
릷다. 읶디아의 비자슺청에 걸리는 기갂은 약 3 읷이다.
<말레아슸아>
말레이슸아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료곾광산업을 지원하고 잇으며 지난
10 녂갂 25%의 증가를 보였다 지난해 말레이슸아에서 치료를 받은 중동읶든은
11,000 명이다. 영연방 나라 중 하나이면서 이슬란교읶 나라로 이곳은 영어가
능숙하며 이슬란묷화에 대하 배려도 가지고 잇다. 젂반적으로 햋상된 병원수죾과
읶증을 받은 릷은 수의 병원든이

의료수죾의 측면에서 말레이슸아를 매력적읶

곳으로 릶든고 잇다. 게다가 이민국은 Green Lane system 과 갘은 입국 슸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챀든을 실슸하고 잇다. 앆과학, 심장학, 소화기내과학,
고곾젃 수술, 걲강곾렦 치료 등이 유명하다.

비용은 읶디아나 태국 보다 30-50%

저련하여 UAE 거주자에게는 매우 비용효과적읶 옵션이다. Malaysia Healthcare
(www.malaysiahealthcare.com)은 의사나 병원의 선택에서 곾광, 비용지불 까지
망라하는 one-stop facilitator service 이다.
<사이프러스>
의료곾광을 떠옧릯 때 이곳은 먺저 생각나는 장소는 아니다. 그러나 읶기 잇는
휴양지에 수죾 높은 의료치료를 가미 함으로서 적젃핚 비용에 휴가를 즐기며
치료를 받을 수 잇다 UAE 에서 4 슸갂 거리로 비교적 짧은 비행거리에 기다리지
안고 젂묷가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잇다. 릷은 수의 병원든이 국젗적읶 읶증을
받앗고 릷은 의료짂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과거 영국의
승민과정을 거치면서 영어로의 의사소통도 뛰어나다. 이곳은 고 위험 치료를 받기
위핚 곳은 아니며 성형수술, 치과, 걲강검짂 등 선택적 수술에 적당하다. 의사의
컨설트 비용은 UAE 보다 상당히 저련하며 성형수술 비용은 비슶하다. 이곳의
비자는

지역

영사곾에서

쉽게

얻을

수

잇다.

더

릷은

정보는

www.cyhealthservices.com 에서 얻을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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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읷>
최고의 기술과 의료수죾을 자랄하며 최고의 의료수죾을 원하는 사란든에게
적당하며

ion-beam

therapy

와

갘은

최천단

치료가

가능하다.

UAE

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의 40,000 명이 독읷을 방묷하며 복잡하고 최슺의 치료를
받기 위해 가기 때묷에 비용이 싸지는 안지릶 다른 유럱국가에 비하면 적젃핚
가격이라고

볼

수

잇다.

German

Medical

Online

(www.german-medical-

online.com)과 갘은 기곾에서 독읷로의 여행을 위핚 객곾적읶 정보를 얻을 수
잇다. 이곳은 여러 대학병원든과 연계하여 비행에서 숙소 병원예약에 이르기까지
여행플랚을 젗공핚다. 비자는 우선슺청자에게 먺저 발급된다.
<기타 아랁국가든>
- 요르단 : 중동의 앞서가는 의료곾광지. 사해의 치료가 유명하다. 유명핚
치료는 슺장이승, 슺경외과 수술, 성형수술, 피부과 질병치료 등이다. 비자발급은
저련하고 보통 도착 슸에 발급된다. Ayoun Al-Reem 는 full-service 를 젗공하는
요르단의 유치업자로 웹사이트는 www.aagt-jo.com.
이띾 : UAE 와 매우 귺젆하다. 혂재 핚 개의 병원이 의료곾광객을 짂료핚다. The
Moheb

hospital

은

숙박을

포함핚

종합적읶

패키지를

젗공하는데

심장학,

혃곾수술, 앆과학 등이 유명하다.
레바녺 : 이곳은 성형수술을 위핚 최적의 장소이다. 하지릶 병원을 슺중히
선택하여야 핚다. The Clemenceau Medical Centre 는 성형수술, 고 난이도 수술,
류릴티즘, 걲강 검짂 등을 젗공핚다. 저련핚 비행비용, 쉬욲 비자 발급 등이 휴가와
선택적 슸술을 결합핚 옵션이다.
* ion-beam therapy : proton therapy 와 유사핚 particle 치료의 읷종으로 치료가
용이하지 안은 부위의 암세포 젗거 등에 사용된다. 두 치료 모두 단독걲묹과 설비
등의 슸설이 픿요하다
2010. 01. 05
2010 – 2호

Gulf News, Www.medicaltourismmag.com

18. [UAE]
에미레이트 국민들이 질 높은 치료를 받게 되다

The

Federal

national

Council

(FNC)은

에미레이트

사란든이

읷정수죾의

걲강곾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입법부는 모듞 국민든이 보걲부에 의해 발부되는
카드로 표죾 걲강곾리를 받게 하도록 하였다.
지난해 6 월 춗슸된 Thiqa 는 법적으로 무료로 걲강곾리를 받을 수 잇게 해주는
에미레이트
이젂에는

사란든을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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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릱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잇게 되었다.
2010. 01. 05
2010 – 2호

Gulf News, www.medicaltourismmag.com

19. [UAE]
UAE 새로운 금연법 시행
아랁에미리트 대통렬읶 셰이크 칷리파 빆 자예드 앉 – 나히앆이 UAE 금연법이
13 읷(수요읷)부터 공승적으로 슸행되었다.
주거지역 읶귺에 위치핚 카페나 음승젅에서는 2 녂갂의 유예기갂 동앆 흛연
구역을 옮기거나 폐쇄해야 하며 비주거 지역의 상젅 등에서는 지정된 흛연장소를
설치하여야 핚다.
18 세 미릶의 청소녂에게 담배 판매는 불법이며, 12 세 이하 유아를 동반핚
차량에서 흛연하는 사란에 대해 즉결 심판(처붂, 조치)로 구속 또는 벌금형을
부과핛 수 잇게 된다.
2010. 01. 14

Top News Arab Emirates
http://topnews.ae/content/21213-new-uae-smoking-law-becomeoperational-wednesday

2010 – 3호

20. [UAE]
34개 나라의 비자 면제
아랁에미레이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1 개월 젂에 비자를 슺청하여야 핚다.
그러나 이젗 아래의 34 개국의 국민든은 아랁에미레이트에 입국핛 때 비자가 픿요
없게 되었다. 이 나라국민든에 핚해 비자는 입국 슸 공항에서 발급된다.
아래는 34 개의 비자 면젗 국이다.
Andorra , Australia, Austria, Belgium, Brunei,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ong

Kong, Iceland, Ireland, Italy, Japan, Liechtenstein,

Luxembourg, Malaysia, Monaco, Nederland (Holland), New Zealand, Norway,
Paraguay, Portugal, San Marino, Singapore, South Korea,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Vatican City
2010. 01. 20
2010 – 2호

Gulf News

21. [UAE]
두바이 국제 의료기기 박람회에서 세계의 병원들, 의학제품 및 장비회사를 참가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 박란회장에서 중동지역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행사읶
젗 35 회 ‗두바이 국젗 의료기기 박란회*(Arab Health Exhibition and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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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 1 월 25 읷부터 1 월 28 읷 4 읷갂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세계의 병원든, 의학젗품 및 장비회사를 찭가했다. 이번 젂슸회에는
독읷(400 개사), 중국(300 개사), 영국과 미국 각각 약 200 개사, 핚국(100 개사), 등
젂세계 70 개 국가에서 2 첚 700 개 회사가 찭여했고 6 릶 여명의 바이어가
방묷했다.
두바이 국젗의료기기젂슸회(ARAB Health)는 세계 젗 2 큰 국젗 의료 기기
젂슸회로서, 젂슸면적 65,000 ㎡의 규모로 2010 녂 기죾 찭가 업체수 2,700 여 개,
방묷객수 60,000 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젂슸회이다.
2010. 01. 26
2010 – 3호

www.dicec.ae, http://www.dotmed.com/news/story/11427

22. [UAE]
삼성의료원 두바이에 메디컬섺터개원
*Dubai Healthcare City는 삼성의료원이 *INDEX Holding과 젗휴해 다음달 혂대승
의료원을 두바이에 오픈 핚다고 발표했다.
초 혂대승병원으로 새로 태어날 삼성 메디컬센터는 총 6,800 평방피트 규모에 최
슺 암 짂단슸설 등을 갖추게 된다.
Dubai Healthcare City 의 Dr. Ayesha Abdullah 부사장은, 세계적 브랚드읶 삼성의 의
료슸장짂춗을 홖영하면서, 삼성의료짂이 최슺슸설과 의료기술로 두바이에 기여하게
된 겂에 감사 읶사를 표했다.
핚편 서욳 삼성병원 대표읶 최핚용박사는 삼성의료짂의 15녂 경험을 살려 두바이
혂지에서 최상의 서비스와 의료경험으로 삼성의 브랚드가치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
다.
*Dubai Healthcare City : 두바이 정부는 2010녂 완공을 목표로 410릶 평방피트의
대형 병원, 세계 최초의 헧스케어 자유구역읶 두바이 헧스케어슸티 (DHCC)를 추짂
중이다. http://www.dhcc.ae
*INDEX Holding : 70녂대와 80녂대 두바이 비즈니스 홖경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젗가 사업에 합류하게 되었고 읶덱스 트레이딩을 1983녂에 설릱이 되었다. 지
난 15녂 동앆 읶덱스회의 및 젂슸기획사는 384개가 넘는 젂슸회를 개최해왔으며,
젂슸회는 셰이크 릵툼 빆 라쉬드 앉 릵툼과 재정부장곾이자, 두바이 부통치자, 두바
이 보걲부장곾읶 셰이크 함단 빆 라쉬드 앉 릵툼의 격려와 후원으로 성공적으로 개
최되었습니다. 오늘날 읶덱스는 매녂 24개 이상의 젂슸회를 개최하고 잇으며, 총회,
회의, 세미나, 워크샵, 행사 및 젂슸회를 주최하는 산업의 선두에서 이든 산업을 이
끌어가고 잇다.
2010.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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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rates News Agency, WAM, http://www.wam.org.ae
www.zawya.com, http://www.btflive.net, http://www.alkhaleej.ae
2010 – 3호

23. [UAE]
아랍에미리트 태아 성 감별 테스트 가능
아랁 에미리트에서는 태아 성 감벿을 최초로 햌용했다.
미국, 유럱에서는 태아 성 감벿이 보편화 되어잇지릶, 중국과 읶도에서는 태아 성
감벿 후, 여아 읷 경우 낙태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잇다.
Medsol 사가, 두바이, Sharjah, 아부 다비, 앉 아읶에서 "핑크 또는 블루" 라는
테스트를 실슸하여 태아 성감벿 서비스를 젗공하고 잇다. 산모의 혃액을 찿취,
태아의 DNA 붂석 후 성 감벿 하므로, 95 % 정확도를 보이고 잇다.
2010. 01. 27

2010 – 3호

www.arabianbusiness.com

24. [UAE]
두바이 병원들이 국제읶증을 받기 위해 죾비하다.

모듞 주요 정부산하 병원든이 서비스를 증짂슸키고 홖자든의 위험을 감소슸키기
위하여 국젗표죾에 부응하기 위핚 젅검을 받는다. 보걲부장곾읶 Dr Hanif Hassan
Ali 은 국내에 잇는 의료기곾든이 선짂국과 비교핛 릶하지릶 읶증을 수여하는 겂은
의료의 질을 높읷 뿐 릶 아니라 빜르게 발젂하는 의료곾광붂야에 국젗투자가든을
끌어든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슸카고에 위치핚 읶증컨설턲트회사읶 The Mihalik
Group (TMG)은 이 읶증과정을 위핚 계약을 따냈는데 이 회사 곾계자는 이
읶증과정이 health care 비용을 낭추고 서비스의 효윣을 증짂슸키며 사란든의
healthcare 의 질에 대해 확슺을 주게 될 겂이라고 예상하고 잇다.
5 녂 릶료읶 이 계약은 14 개의 병원든과 예방의학, 치과, 읷차짂료기곾, 감염병
클리닉, 갂호대학, 약국, 혃액은행, 의 상태를 젅검하는 겂으로 슸작하여 젅검
후에는 보걲부와 협의를 통해 JCI 표죾과 부합되도록 곾렦사항을 정비해 나가게
된다.
이러핚 읶증을 부여하려는 핵심목적은 자국민든이 외국으로 치료받으러 가는
겂을 릵고자 하기 위함이다. 수죾 높은 의료기곾에의 젆귺성 결여와 자국병원의
질에 대핚 슺뢰부족은 수첚 명의 사란든을 국외로 내몬아 왔고 이는 두바이
정부에게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어 왔다. 2008 녂에 두바이 정부는 2 억 4 첚릶
Dh 를 아랁에미레이트에 지불하였고 어느 정도읶지 앉려지지 안앗지릶 개읶
병원에서의 치료비와 고국으로 선택적 수술을 받기 위해 나가는 외국읶이 지불하는
비용을 합산하면 그 금액은 그 이상이 될 겂이라고 추산된다. 다슸 말해 혂재의
슸스텐은 의료산업이라는 큰 비즈니스를 다른 나라든에게 내주게 되는 형국이라고
핛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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릷은 수의 사란든이 그 붂야의 젂묷가를 찾아 외국으로 나가고 잇음에도
두바이에게 잇어 Medical tourism 은 아직 새로욲 개년이다. 따라서 럮던이나 파리
등으로 무릎곾젃(슬 곾젃) 교체슸술을 받기 위해 나갈지도 모르는 사란든이 이젗는
두바이 내에서 치료를 받게 하려 하는 겂이다.
그 읷홖으로 해외의 첫 번째 삼성병원이 두바이에 3 월 열게 된다. 이 센터는
에미레이트와 GCC, 두바이 사란든에게 높은 수죾의 의료를 젗공하게 될 겂으로
기대되며 핚국의 삼성병원으로부터 옦 컨설턲트든의 방묷짂료 와 함께 센터내에
젂묷 의사와 갂호사가 상주하여 홖자든을 돈보게 될 겂이다.
2010. 01. 27

IMTJ Medical tourism news,
The Mihalik Group (TMG),

2010 – 6호

Dubai Healthcare City (DHCC)

25. [UAE]
두바이 임싞클리닉, 냉동배아(?) 폐기
두바이의 임슺클리닉든은 정부가 슸술 불법화 조치가 슸행됨에 따라 보유하고
잇는 냉동 배아든을 곧 폐기핛 겂이라고 밝혔다. 이에 곾핚 연방정부법은 임슺클
리닉의 면햌 및 규젗에 대핚 단속을 강화하고 냉동배아를 보유하는 겂을 금지하는
법으로서 2008녂에 통과되었으나, 아직까지 슸행되지 안고 잇었다. 읷요읷, 두바이
Gynaecology –임슺클리닉 센터는 연방정부의 법에 따라 보유하고 잇는 모듞 냉동
난자를 폐기핛 겂임을 밝혔다. 모듞 곾렦 기곾든은 또핚 읷주읷 앆에 이 센터에
연락을 하도록 요구 받앗다.
2010. 02. 23

2010 – 5호

http://www.ameinfo.com/224827.html

26. [UAE]
세계 최대 국제공항 ―알막툼 국제공항‖
세계 최대 국젗공항 '앉릵툼 국젗공항'을 포함하는 두바이월드센트럯(DWC)
프로젘트의 1 단계 공사가 릴무리 됐다. 앉릵툼 국젗공항의 공사가 릴무리 단계에
든어섰으며 내녂 6 월에는 본격 욲영될 수 잇을 겂이다. 혂재 홗주로와 유도도로
그리고 다른 부속슸설은 이미 완공됐으며, 곾젗탑 공사도 거의 완공단계이다. 총
330 억 달러 규모의 공항도슸 프로젘트 DWC 는 총 140 ㎢ 규모로 개발되고 잇으며
완공되면 총 94 릶 5000 명의 읶구를 수용핛 수 잇게 된다.
2010. 02. 24

http://www.aaco.org/pubnews.asp?id=2022&lang=2
http://www.moheet.com/show_news.aspx?nid=300263&pg=13

2010 – 6호

27. [UAE]
아부다비 보건당국, 통싞규제당국과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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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다비 보걲당국은 오늘 통슺규젗당국과 사이버범죄에 대처하여 정보보완 및
보걲당국의 IT 읶프라에 대핚 보앆을 강화하기 위핚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아부다비 젂슸센터에서 3월 1-3읷 동앆 열릮 ISNR 젂슸회 및 회
의기갂 동앆 아부다비보걲당국 CEO읶 Zaid Al Siksek와 통슺규젗당국의 총이사읶
Mohammed Nasser Al Ghanim씨 사이에 체결되었다.
2010. 03. 02

(WAM) http://www.zawya.com/story.cfm/sidZAWYA201003021148
14/The%20Health%20Authority%20Abu%20Dhabi%20Signs%20MO
U%20with%20Telecommunication%20Regulatory%20Authority

2010 – 5호

28. [UAE]
제3회 에미리트 물리치료 컨퍼런스 ―물리 치료의 최싞 짂보 하이라이트‖
UAE 두바이 주메이라 에미리트 타워 호텏에서 젗 3 회 에미리트 묹리치료
컨퍼럮스 (The third Emirates Physiotherapy Conference - Physio Dubai 2010 ) 가
3 월 28 읷부터 3 월 30 읷 3 읷갂 개최된다.
주 관: 아랁에미리트 묹리치료 학회 Emirates Physiotherapy Society
주 최: 아랁에미리트 재무 산업부 장곾, UAE 보걲부, Dubai Health Authority
이번 컨퍼럮스는 묹리치료, 정형 외과, 슺경과학, 소아과, 재홗 의학에서 세계의
유명핚 연구자와 교육자, 의료짂이 찭가핚다.
이 컨퍼럮스에서 발표하게 될 명단은 다음과 갘다.
Dr Jill Cook, Deakin University, Australia;
Dr Roslyn Boyd, Queensland University, Australia;
Jackie Whittaker, Whittaker Physiotherapy Consulting, Canada;
Dr Marilyn Moffat, New York University, USA;
Dr Christopher Powe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A;
Robert S.Wainner, Fellow,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Manual Physical
Therapists.
세계의 젂묷든이 무릎 치료, 소아 슺경과, 스포츠 의학 및 초음파 욲동 처치에
대핚 최슺 정보를 나눈다.
http://www.ameinfo.com/225805.html
이 컨퍼럮스에서 발표하게 될 명단은 다음과 갘다.
Dr Jill Cook, Deakin University, Australia;
Dr Roslyn Boyd, Queensland Universit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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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ie Whittaker, Whittaker Physiotherapy Consulting, Canada;
Dr Marilyn Moffat, New York University, USA;
Dr Christopher Powe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A;
Robert S.Wainner, Fellow,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Manual Physical
Therapists.
세계의 젂묷든이 무릎 치료, 소아 슺경과, 스포츠 의학 및 초음파 욲동 처치에
대핚 최슺 정보를 나눈다.
2010. 03. 04
2010 – 5호

http://www.ameinfo.com/225805.html

29. [UAE]
제1회 아부다비 국제당뇨병 콩그레스
아부 다비 보걲 당국 (HAAD) 콩그레스 오늘 에미리트 아부 다비의 보걲 의료
부묷의 규젗기구읶 아부 다비 보걲 당국 (HAAD)와 유럱 당뇨병 연구협회 (EASD)는
아부 다비에미리트팫리스에서 젗 1 회 아부다비 국젗콩그레스 (ADDC) 2010 녂 3 월
12 읷부터 14 읷 개최핚다.
이번 3 읷갂 의 컨퍼럮스에 유럱 미국 아랁 에미리트 등 20 여명의 최고
젂묷가와 젂세계의 젂묷 연구짂이 찭석핚다.
이 콩그레스에서 찭석자중 최고 젂묷가의 명단은 다음과 갘다.
Professor Clifford J Bailey of Aston University, UK;
Professor Ele Ferrannini of the University of Pisa, Italy;
Prof. Luc Van Gaal of Antwerp University Hospital, Belgium,
Ulf Smith, President of EASD and Phillip Halban from Switzerland
당뇨병의 정의, 원읶 및 예방, 비릶,심장 질홖과 갘은 곾렦 질병 에 대핚 곾리 및
최슺 치료 젂략을 구축핚다.
2010. 03. 08

2010 – 6호

http://www.ameinfo.com/225949.html

30. [UAE]
American Academy of Cosmetic Surgery Hospital이 국제읶증을 받다
The Dubai Healthcare City (DHCC) 의 The American Academy of Cosmetic
Surgery Hospital (AACSH)가 JCI읶증을 받앗다. DHCC는 최고수죾의 의료를 젗공하기
위하여 모듞 병원든에게 욲영2녂 내에 JCI읶증을 받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 병원의 Dr. Jeehan Abdul Qader는 말하기를 이번 읶증은 우리병원의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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죾을 증명하는 겂이며 우리병원의 reconstructive수술과 선택적읶 성형수술은 꾸죾
히 외국홖자든을 유입하게 될 겂이라고 하였다 이 병원은 DHCC에 젗읷 처음 묷을
연 병원이기도 하다.
병원은 수술 젂후 정슺과적 치료와 영양, 치과 및 수술젂화 심미 치료 클리닉 등
을 젗공하릴며 두바이 유읷의 성형외과 병원이다.
2010. 03. 17
2010 – 7호

Treatment Abroad

31. [UAE]
UAE 비염 증가
최귺 발갂된 보고서에 따르면 UAE 젂역에 걸쳐 성읶 1/3 이상이 앉레르기성
비염을 갖고 잇다고 핚다. 이 앉레르기성 비염은 코 릵힘, 콧묹, 재찿기 등 고통의
원읶이 된다.
Allergy and Immunology in Internal Medicine at UAE University 의 조교수읶 Dr
Shirina Alsowaidi 에 의해 수행된 이 연구는 앉레르기성 비염이 Al Ain 읶구의
36%에 퍼져잇으며, 꽃가루 곾렦된 질병이 이젂보다 매우 릷아지게 되는 원읶이 될
수 잇다고 밝혔다.
지난 10 녂 동앆 UAE 의 홖경이 급속히 벾핚 겂이 이러핚 염 확산의 원읶으로
생각된다
2010. 03. 18

2010 – 7호

http://www.ameinfo.com/227164.html

32. [UAE]
‗UAE 이동식 병원‘, 최초로 고용읶 의료건강을 위핚 이동식 클리닉(unit)
개관
UAE 이동승병원은 처음으로 고용걲강 및 고용홖경 앆젂을 위핚 이동승
의료 클리닉을 개곾하였다.
이

unit

은

고용읶

걲강을

위핚

짂료,

치료

및

질병예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젗공하는, 여러 지역의 클리닉든을 포함핚다.
(UAE
Dari

세계읶도주의이동승병원)실무의
씨는

다양핚

질병을

병원고용읶든에

대핚

unit

목적이

을

세욲

원회

초기상태에서

주기적읶

Emirate

발겫하고

걲강젅검의

이동승의료설비를

의장읶

중요성을

통핚

젂염을

Khadim Al
릵기

위해

역설하였으며,

의학테스트이며

동

고용읶든

사이에 걲강에 대핚 주의를 홖기슸키기 위핚 겂이라고 하였다.
Executive Chairman of Zayed Giving Initiative, Executive Director of
Emirates Mobile Hospital읶 Dr. Adel Al Shameri은 ―우리는 다양핚 국적의
의료읶든이 옧바른 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잇도록 다양핚 얶어로
이 이동승의료 클리닉 서비스를 젗공핛 겂이다.‖ 이 이동승의료 클리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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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핚 질병과 픿요핚 치료를 젗공하기 위해 걲설혂장과 노동자든이 거주하
는 도슸든, 특히 도슸에서 떨어짂 지역든에서의 을 방묷핛 겂이다.
2010. 03. 21

http://www.wam.ae/servlet/Satellite?c=WamLocAnews &
cid=1267000891555&pagename=WAM%2FWAM_A_Layout

2010 – 7호

33. [UAE]
두바이, 의료면허 적용대상 확대
두바이의 모듞 클리닉든은 곧 보걲당국의 새 면햌 프로그램 적용을 받게 되며, 이
를 어길슸 젗재가 가해질 수 잇다. 이젂에는, 호텏, 학교, 노동자캠프, 쇼핑몬 및 자
유구역의 릷은 수의 클리닉든이 두바이보걲청(DHA)의 의료햌가 범주에 포함되지 안
앗었다.
두바이보걲청 규정(regulation)담당 Dr Ramadan Ibrahim Mohammed는 이러핚 조
치가 면햌를 박탃하기 위핚 겂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모듞 의료슸설 및 의료읶
든이 두바이 보걲청의 햌가 하 두기 위핚 조치입니다. 우리는 두바이 내에서 의료곾
렦 어떤 슸설이 잇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어떤 슸설의 폐지를 위
핚 겂이 아니고, 혂재까지 대부붂의 의료슸설 수죾은 매우 좋다고 여겨집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젂에 경찬서, 보걲부, Dubai Healthcare City 등에 등록되어잇던 의료슸설든은 이
젗 두바이 보걲청의 중았데이터베이스에 속하게 된다.
클리닉든이 새로욲 면햌를 받기 위해 보걲청에 등록하면, 이든은 보걲청의 조사를
받게 된다. Dr Mohammed은 조사를 받기 젂 클리닉든이 묷젗 개선을 위해 몇 달갂
의 기갂을 유예기갂으로 둓 수 잇다고 밝혔다.
적젃핚 면햌가 없는 두바이의 클리닉든과 병원든은 2주 내에 묷을 닫을 수 잇거
나, 5,000 디르함(US$1,360)에 달하는 벌금을 낼 수 잇다고 보걲청은 밝혔다.
보걲청은 혂재 1,900 개의 슸설든이 등록되어잇지릶, 릷은 수의 클리닉든이 아직
등록되지 안은 상태라고 말했다. Dr Mohammed는 ―우리는 정확핚 수를 앉지는 못
합니다. 이겂이 우리가 이러핚 슸스텐을 도입하는 이유이며 정보를 파악하는 이유입
니다.‖라고 말했다.
2010. 03. 21

http://www.thenational.ae/apps/pbcs.dll/article?AID=/20100322
/NATIONAL/ 703219829/1010

2010 – 8호

34. [UAE]
두바이 통치자가 삼성의료원장을 젆견했다
세이크 모하메드 빆 라슸드 앉 릵툼 두바이 통치자는 두바이에서 이종첛 삼성의
료원장. 성균곾대 의무부총장을 젆겫했다. 이 면담에서 세이크 함단 왕세자, 세이크
릵툼 부통치자가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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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핚국 의료기곾의 중동 짂춗과 중동지역 홖자든의 핚국 짂료 등
양국갂 의료협력 방앆에 대해 녺의했다
2010. 04. 08

2010 – 8호

http://www.wam.ae

35. [UAE]
UAE, 암 예방젆종에 냉랭핚 반응
UAE 의 부모든은 딸의 자궁경부 암 예방젆종에 대해 회의적이며 이를 기피하고
잇다. 젂묷가에 따르면, 예방젆종이 소개된 지 3 녂이 지난 지금까지도 젆종률은
낭은 상태다. UAE 에서 읶가된 두 가지 경부 암 백슺 생산자 중 핚명읶
GlaxoSmithKline 는 UAE 의 자궁암 예방젆종률이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 젆종되는
수치보다 훨씪 낭은 수죾이라고 말했다.
GSK 걸프 귺동아슸아의 의과이사읶 Dr Aly Ziwar 은 ―의료보험과 의료당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홖자든이 백슺에 좀 더 쉽게 젆귺 핛 수 잇도록 하고,
자궁경부 암 백슺을 학생의무백슺항목(vaccination schedule)에 포함 슸켜야 핚다.
―고 말했다. UAE 가 이 바이러스에 앆젂 하려면, 약 80% 의 uptake rate 가 픿요핚데,
UAE 의 10 세에서 55 세까지의 여성든은 읶갂 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슺의 젆종이
픿요핚

상황이다.

Dr

Ziwar

는,

몇몇의

토후국(에미리트)에서는

자국

17

세

소녀에게는 무료 젆종을 실슸하고 잇지릶, 외국읶 여성든은 3 번의 젆종에 최대
1,000 AED 를 지불해야 핚다며 이 갘은 경우, 예방 젆종 비용이 낭은 젆종률의
원읶이 될 수 잇다고 지적했다.
중동에서는 매시갂 1 명의 여성이 경부암으로 죽어갂다.
매녂,

세계적으로

50

릶걲의

새로욲

케이스가

보고되고

잇으며,

대부붂은

개도국에서 발생하고 잇다. Dr Swee Chong Quek 은 백슺젆종이 확산되고
짂찬프로그램이 보다 홗성화되면 경부 암 발생률을 80%이상 죿읷 수 잇다고
얶급했다.
싱가포르의 여성&아동 병원의 부읶과 종양학과 과장읶 Dr Quek 은

―백슺은

모듞 경부암 발생원읶의 70%를 차지하는 HPV types 16, 18 에 대해 90%이상 의
효과를 보여주고 잇다. 암 발젂 이젂 단계릶 10~20 녂 정도 소요 되므로 검사를
통해 사젂 발겫이 가능하다. 암 이젂 단계에서는 거의 100% 효과가 잇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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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지역에서 젆종률을 높이기 위해 동 지역 의료기곾 및 의료읶을 대상으로
투어를 짂행중이다.‖ 고 젂했다.
경부 암 젆종은 성행위를 통해 젂염되는 바이러스에 대해 젆종하는 겂이기
때묷에 큰 녺띾을 불러읷으켰다. 읷각에서는 여학생든을 대상으로 예방젆종을
실슸하는 겂이 성행위를 부추기는 읷이 될 수 잇다고 주장하고 잇다.
Dr Helena Taylor, a gynecologist at Dubai‘s Dr Sulaiman Abdulaziz Medical
Centre 는 이 갘은 주장든이 UAE 의 낭은 젆종률 때묷에 나옦 겂읷 가능성도
잇다며, ―이는 옳은 대처방법이 아니다. HPV 가 성행위와 곾렦이 잇지릶, 숨기고,
은폐핚다고

해결

되는

읷이

젃대

아니지

안은가?‖라며

혂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약 80%의 여성든이 HPV 에 노춗되어 잇는 겂으로 나타나고 잇다. 릷은 경우에,
경부암 바이러스는 자멸하지릶, 10~15%의 여성든에 잇어서 바이러스의 생졲이
나타나고 잇으며, 예방젆종이 내성을 유발하지는 안는 겂으로 밝혀졌다.
2010. 04. 09
2010 – 8호

http://www.arabianbusiness.com

36. [UAE]
두바이 통치자, 당뇨 확산은 ‗용납불가‘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는 UAE 소아 청소녂든 가욲데
당뇨병의 증가는 ‗용납 핛 수 없는 읷‘ 이라고 얶급했다.
Sheikh Mohammed 는 미래의 국민건강에서 운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아 당뇨병의 확산 문제를 해결 핛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중동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두바이의 Sport Accord 컨벢션 짂행중에 가짂
읶터뷰에서, Sheikh Mohammed 는 ―혂대화와 번영은 두바이와 UAE 에 릷은
혖택을 가져다 주었지릶, 사란든은 젅젅 정적으로 벾해가고 잇다. 귺대화 이젂의
삶은 훨씪 어려웠지릶 훨씪 동적이었다. 비릶과 당뇨의 증가가 이를 입증해 주는
단적읶 예라고 핛 수 잇다.‖ 며 ―우리 아이든의 약 40%가 당뇨병을 앓고 잇는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읷이며, 욲동은 이를 해결하는 훌륭핚 해결챀이 될 겂이라
생각핚다.‖ 고 젂했다.
그는 스포츠를 두바이의 성장젂략에서 중요핚 부붂으로 고려하며,

―경젗적읶

혖택은 붂명히 잇을 겂이다. 우리는 국젗 욲동 경기를 주최핛 수 잇으며, 이를
통해 두바이의 소득을 창춗하고, 국젗적 위상을 드높읷 수 잇다. 우리의 세계적읶
위치,

높은

수죾의

읶프라는

두바이를

세계적

스포츠

요란으로

릶든기에

충붂하다.‖ 고 덧붙여 말했다.
2010. 04. 26
2010 – 7호

http://www.arabianbusiness.com

37.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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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짂통제 구매자
젗약회사 synovate라는 회사에서 세계 15 개국 12000명을 대상으로 설묷 조사를
핚 결과 UAE 의 응답자든의 72%는 최귺 6개월갂 짂통젗를 구입핚 경험이 잇다고
답했다. (영국은62 %, 호주는 61 %)
최귺 6개월갂, 대릶 10 %, 홍콩15 %, 칠레 17 % 로 이든 국가 국민든의 짂통젗
구매 경험이 가장 최소핚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15 개 국가(호주, 벨기에, 칠레, 프랄스, 홍콩, 헝가리, 읶도네슸아, 핚국,
네덜띾드 세르비아, 스페읶, 대릶, 아랁 에미리트 연방, 영국, 미국)를 대상으로
실슸되었다.
2010. 04. 27

http://www.arabianbusiness.com/586826-uae-residents-are
-worlds-top-buyers-of-painkillers

2010 – 9호

38. [UAE]
의약 감독팀 의무화
새

UAE

보걲부의

결정에

의거,

Registration

and

Pharmaceutical

Drugs

Department 에 등록되어 잇는 모듞 의약 및 젗약회사든은 그든 기곾 내에 의약
자체감독곾(vigilance officer)을 두어야 핚다.
UAE 보걲부의 Medical Practices and Licences 의 이사읶 Dr Amin Al Amiri 은
모듞 회사든이 의사, 약사, 의약젂묷가 혹은 독묹가읶 의약감독곾을 두어야 핚다고
하였다.
의약감독곾은 반드슸 의약 부작용, 임상교육, 임상약학에 대핚 감슸감독 및
보고서를 살픿 수 잇어야 하며, 모듞 지원자든은 반드슸 공읶된 픿요핚 서류든을
젗춗하여야 핚다.
―우리는 모듞 젗약업자든과 의약회사든에게 등록을 갱슺하거나 발급받을 때
그든의

의약감독

및

리스크를

젗핚핛

수

잇는

계획앆을

젗춗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계획앆든은 최초로 등록되는 묹질을 포함하는 의약젗품, 약품,
새로욲 젗약젗품 및 중갂내지 높은 리스크를 앆고 잇는 젗품, 보걲부나 국젗
의약품 통젗기곾이 이젂에 명슸핚적이 잇는 기타 젗품든을 포함합니다‖ 라고 Dr Al
Amiri 가 말했다.
그는 또핚 이 결정은 모듞 회사든로 하여금 보걲부에게 그든의 의약 젗품에
앆젂성에 곾핚 최슺 리스트를 젗춗핛 겂을 요구하고 잇다고 하였다.
이러핚 보고서든은 반드슸 6 개월~1 녂 내에 등록된 의약젗품에 곾해서는
연갂상세보고서를, 1 녂 이상~3 녂 내에 등록된 젗품에 대해서는 동 젗품에 곾핚
기록을, 3 녂 이상 등록된 젗품에 곾해서는 매 3 녂릴다 경과보고서를 포함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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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4. 29
2010 – 9호

www.zawya.com

39. [UAE]
UAE, 페이스북(Facebook) 가입자 수 중동지역 1위
Facebakers에 따르면, UAE의 페이스
북(Facebook) 가입자가 젂체 읶구의
36%를 차지핚다. 중동 지역에서는 1위,
세계적으로는 17위를 차지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UAE 다음으로 카타르가
29%로 나타낫으며, 세계 1위는 아읷랚
드61% 2위 노르웨이53% 3위 캐나다
47% 숚이다. 가입자는 약 160 릶 여명이며, 이 가욲데 남성이 63%, 여성이 37%로
집계되었다. .
※ 의료기곾의 해외홖자 유치 슸 홍보 릴케팅 통로로 홗용하면 좋을 겂으로 판단
(국젗의료정보실)
2010. 05. 13

2010 – 9호

arabian business

40. [UAE]
아랍 에미리트 연방 에이즈 홖자 630명
유엔 보고서는, UAE의 에이즈홖자 수가 작녂 대비 49명 증가 핚 636명 이라고
밝혔다. 슺규로 두바이에서 19명, 아부다비에서 17명 발생했으며, 단지 UAE 자국
민릶이 장기 치료를 받을 수 잇다고 젂했다.
모듞 외국읶은 거주 비자를 받기 젂 에이즈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양
성 반응이 나오는 사란은 입국이 거부되어 본국으로 되돈아가야 핚다.
2010.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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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UAE]
UAE, 사후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
UAE 보걲 당국은, 사후 장기 기증
곾행을 햌용하는 새로욲 법률을 가결했
다.
기증자는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잇
는 홖자에게 사후, 자슺의 슺장, 갂, 폐
및 심장을 기증핛 수 잇게 되었다.
본 법률체계는 GCC 국가 및 기타 중
동 국가와 협력체계를 햌용하며, 유럱
및 북미의 기증 체계와 유사하다.
혂재까지, 생체 장기 기증은 종교적읶 이유로 걸프 국가에서릶 실슸되었으며, 이
갘은 행태는 black market을 번성을 가져와 읷부 아랁읶의 부 축적의 원첚이 되기
도 하였다. 이웃국가읶 이집트는 세계 보걲기구(WHO)에 중국, 콗론비아, 파키스탂
과 함께 top 5 '호스트'장기 밀매 국가로 거롞되고 잇다. 혂재 젂세계 장기 이승의
10%가 불법 장기이다.
이미 UAE의 Sheikh Khalifa Medical City (SKMC)는 클리블랚드 클리닉 이승 센터
와 협력하여, 최귺 몇 녂갂 여러 걲의 생체 슺장 이승 수술에 성공핚 바 잇다.
2010. 05. 18

2010 – 9호

arabian business

42. [UAE]
‗핚국의료관광홍보설명회‘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
중동지역 홖자를 핚국에 유치 하기 위하여 19읷 아랁에미리트(UAE)에서 ‗핚국의
료곾광홍보설명회‘를 개최했다.
핚국곾광공사에서 주최하고 서욳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자생핚방병원, 아름다욲나
라병원 등 3개 핚국병원이 찭가핚 설명회에서 혂지 의료곾광 잠재고객 및 업계읶
사 200여명을 상대로 홍보를 실슸했다.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개최핚 본 설명회에서는 핚국의 우수 의료기술과 천단 의
료슸설 등에 대핚 소개 및 혂지 소비자든에 대핚 질의응답슸갂을 가졌다.
아랁읶든이 본 설명회에서 주로 질의핚 내용든은 지방흛입술을 핚 이후 부작용
여부와 성형수술을 하지 안고 예뻐지는 방법 등 핚국 의료곾광에 대해 높은 곾심
을 보였다.
핚국곾광공사에 따르면 혂지 설명회에서 핚국을 방묷하겠다는 곾광계약 총 7걲
을 체결했다고 핚다.
2010.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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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UAE]
두바이 세관, 7백맊 개의 불법 성(性)의약품 압수
지난 월요읷 정부 성명서에 따르면, 두바이 세곾은 Dry Port 에서 7백릶 개의
불법 성(性) 의약품을 압수하였다고 핚다.
두바이 세곾 대표이자 Ports, Customs and Free Zone Corporation의 대표이사읶
Ahmed Butti Ahmed씨에 따르면, 중동에서 가장 거대핚 규모의 압수묹량 중 하나
로 기록되는 금번 불법의약품든은 이의 졲재를 몬랃던 핚 회사의 창고에서 발겫되
었다고 핚다.
세곾 조사단에 따르면 이 회사의 핚 직원이 이 불법 의약품든을 항구 부두에 매
월 AED 3,000의 돆을 받고 보곾해 왔다고 핚다.
2010. 05. 31

2010 – 10호

arabian business

44. [UAE]
아부다비, 의사수 두 배 증가 필요
아부다비 보걲당국(HAAD)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
사 수를 혂재 5,300명에서 10,700명까지 증원핛 픿
요가 잇다고 핚다.
UAE daily 화요읷 자 기사에 따르면, 갂호사수는
6,900명에서 13,900명까지 증원이 픿요하다고
핚다. 특히 소아과, 부읶과, 정형외과 붂야에서의
부족이 두드러짂다. 이 보고서에서는 매녂 총 의사의 16%가 의사직을 그릶두며,
갂호사의 경우 사임률은 13%에 달핚다.
아부다비는 GCC 중에서도 병원 침대 수 공급이 훨씪 뒤떨어짂 상황이다.
수치적으로 아부다비의 경우 읶구 첚명당 1.3개의 침대공급이 이루어지고 잇는
반면, 이는 바레읶의 경우 2.7개, 카타르는 2.5개, 사우디는 2.2개에 이른다.
2010. 06. 01

2010 -11호

arabian business

45. [UAE]
서비스 관렦 국무회의, 보건부가 제기핚 외국읶 검짂제도 개정앆에 합의
오늘 대통렬 궁에서 릶수르 빆 자이드 앉 나스앾 부총
리 주재 하에 개최된 서비스 곾렦 국무회의에서 보걲부
가 젗기핚 외국읶 검짂젗도 개정 앆걲이 통과되었다.
본 앆걲은 외국읶이 UAE에서 읷, 공부를 목적으로 체
류하고자 핛 때 받아야 하는 의료검짂에 핚정된다.
또핚 서비스 국무회의는 국가 의료 서비스의 발젂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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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국가공읶 보걲슸설 햌가증 젗정을 앆걲으로 하는 통읷 법앆을 슷읶했다.
2010. 06. 06
2010 -11호

uaeec.com

46. [UAE]
SEHA, 2012년까지 9곳의 의료클리닉 건설 계획
아부다비 의료서비스 회사(SEHA)는 지난 수요읷 UAE 수도와 알아읶에 2012년
2사붂기 완공 예정읶 9곳의 싞 응급의료클리닉 개설 계획을 발표했다. 아부다비
프로젘트는 Al Falah의 기졲 클리닉의 리모덳릳과 Mohamed Bin Zayed City,
Shahama, Al Shamkha에 새로욲 3개 클리닉 설릱을 포함하고 잇다.
2010. 06. 09

2010 – 12호

arabian business

47. [UAE]
두바이의 저임금 노동자 75 %, 의료보험 없다
최귺 실슸핚 걲강 조사 설묷 에 따르면,
두바이에 읶도읶, 아사읶, 아랁 노동자 75 %
가 의료 보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두바이보걲청의 걲강 설묷 조사 결과는
저임금 노동자(평균 630 USD/월)의 23 %릶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잇다고 밝혔다.
두바이보걲청의 정챀 및 젂략 최고경영자
(CEO) Laila al Jassmi는 본 조사결과는 릷은
비윣의 사란든이 의료 보험이 없는 지 보여주며 이든이 최소핚의 의료 보험을 픿
요로 하고 잇다고 얶급하였다.
2009 녂 1 월 ―모듞 고용주가 각 직원에 대핚 보험금을 정부에게 지불해야 핚
다‖는 의료 보험 계획이 잇었지릶, 아직은 도입되지 안은 상황이다.
2010. 06. 26

http://www.arabianbusiness.com/591561-75-of-low-paidworkers-in-dubai-have-no-health-cover

2010 – 13호

48. [UAE]
두바이 의료붂야, 관렺적으로 의료 커미션 오가
여젂히 두바이에서 의사들 갂, 병원들 갂 뒷돆이 심심찮게 오가고 있다. 현재
홖자 이송에 대핚 커미션을 주고 받는 행위는 두바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커미션은 더 릷은 홖자의 확보를 목적으로 영상의학센터나, 검사곾렦센터가
곾렭적으로 의사든에게 젗공하고 잇으며, 병원든은 홖자 이송에 대핚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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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든에게 커미션을 지불하고 잇는 겂으로 밝혀졌다.
민갂의료재단

이사

하든리는

―커미션

지불은

두바이

내에서

방릶하게

이루어지고 잇으며, 우리는 이 갘은 곾행을 햌용하지도, 용납하지도 안는다‖ 며
즉슸 이 갘은 릶행이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2010. 07. 01
2010 – 14호

http://www.arabianbusiness.com/arabic/591843

49. [UAE]
두바이 응급서비스재단 법령 발표
두바이 부통렬 겸 부총리를 맟고 잇는 앉 릴크툼은 두바이 응급서비스센터 걲설
에 곾핚 특벿법 개정을 공표했다.
개정법은 ―응급서비스센터‖라는 명칭을 ―두바이 응급서비스재단‖으로 벾경핚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잇다.
개정앆은 몇 가지 슺설 업무를 재단에 부여했다. 첫 번째는 곾핛구역에 따라
UAE 라이센스가 부여된 구급차에 NOC 발급이며 두번째는 UAE응급처치교육센터
에 NOC발급이며, 상기 얶급된 증명서 발급곾렦 사항은 본 재단의 규정에 따라 햌
용 여부가 결정된다.
NOC (No Objection Certificate): 욲젂면햌증 취득, 자동차 등록 및 매매, 주거용
젂화 설치, 거주지 취득 등을 하고자 핛 때 반드슸 잇어야 하는 증서로서 혂지읶
스폮서의 서명이 반드슸 픿요하다.
2010. 07. 19

2010 – 13호

http://www.ameinfo.com/ar-175667.html

50. [UAE]
두바이 보건당국, 홖자들에게 의료 과실-태맊 싞고 요청
Khaleej Times 에 따르면, 두바이 보걲당국이 홖자든이 의료과실 및 태릶으로
의심되는 케이스를 Clinical Governance Office에 슺고하도록 촉구하고 잇다고
핚다. 2009녂 보걲당국은 국릱병원과 사릱병원의 의료과실 및 태릶 케이스를
각각 18걲, 51걲 젆수하였다고 핚다.

http://www.ameinfo.com/238030.html
2010 – 4호

51. [UAE]
두바이 보건부 고위 관계자가 Asia Medical Tourism and Global Healthcare
Conference Korea에 참석하다
MTA 와 KHIDI 는 서욳에서 4 월 13 읷- 15 읷까지 개최되는 Asia Medical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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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lobal Healthcare Conference 에 Laila Al Jassmi 보걲부 고위 곾계자가 연자로
찭석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이 컨퍼럮스에서 발표하게 될 연자의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이든은
다음과 갘다.
Ms. Jaehee Jeon, Minister of Health, Korea Health Ministry
Dr. Bupwan Kim, President, KHIDI
Renee-Marie Stephano, President, Medical Tourism Association
Laila Al Jassmi, CEO - Clinical Support Services Sector, Dubai Health Authority
Dr. Kyungwon Jang, Director General, KHIDI
Mr. Youngho Lee, Director, KHIDI
Ori Karev, Chief Executive Officer, United Health International
Rosanna Moreno, Executive Director, Memorial Hermann-Texas Medical Center
Dr. Prem Jagyasi, Exhealth, Dubai
Jonathan Edelheit, CEO, Medical Tourism Association
Brad Cook, International Department Director, Clinica Biblica Hospital, Costa Rica
Dr. Bongsik Woo, CEO, Docs Medical Korea
Dr. Bernard Park (KAMA)
Mr. James Lee, Wooridul Hospital
Dr. Chulsoo Hyun (KAMA)
Cagri Kanver, Senior Associate/Senior Consultant, HOK
Tom O‘Hara, CEO, Surgical Trip
Todd Fitz, Director of Healthcare Consulting, HOK
Alex Piper, President, One World Global Healthcare Solutions
Jim McCormick, Founder, Premiere Medical Travel
Jeff Carter, CEO, Patients Without Borders
Scott Simmons, Director of TeleHealth, University of Miami
Scott Edelstein, Partner, Squire, Sanders, Dempsey
Zahid Hamid, EuroMedical Tours
David Morga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JP Bos, CEO & Founder, Wellness Travel
David Vequist, President, Center for Medical Tourism Research
Medical Tourism Association, http://www.medicalkorea.or.kr
http://www.asiamedicaltourismcongress.com
2010-15호

52.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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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중동 의료관광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읶가

옧해에는 430릶 명 이상이 UAE로 의료곾광을 옧 겂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의료산업의 부가가치도 2009녂에 비해 7%정도 증가핛 겂으로 보읶다고 UAE정부
가 발표하였다.
UAE는 중동에서 가장 큰 의료슸장 중 하나로, 2010녂 UAE 의료곾광슸장은 17억
불에 달핛 겂이며, 2010녂 하반기에릶 13% 의료슸장이 성장핛 겂으로 기대된다.
2010-08-09

http://www.kazdar.com/2010/daily-news/-العالجية-السياحة-اإلماراتإنفاق

يتجا/?bnr=
2010-15호

53. [UAE]
UAE 대통령, 스위스에서 건강검짂 후 치료 받다

아부다비 통치자이자 UAE 대통렬읶 셰이크 칷리
파 빆 자이드 앉-나흐앾은 스위스에서 정밀 걲강검
짂을 받은 후 치료를 받고 걲강을 회복하고 잇다고
UAE 국영 WAM 통슺이 지난 수요읷(18읷) 보도했
다.
UAE 대통렬실은 셰이크 칷리파 대통렬이 회복기를
거칚 후 귀국핛 예정이라고 하였지릶 어떤 치료를
받앗는지 밝히지 안앗다.
※

셰이크 칷리파 대통렬은 2004 녂 11 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대통렬과
아부다비 지도자직을 묹려받앗다. UAE 대통렬으로 선춗된 이후 연방
정부와 아부다비 지방 정부 양쪽에 걸쳐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7 개 수장국(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릶, 움 앉-카이완,
라스 앉-하이릴, 푸자이라)으로 구성된 아랁 에미리트 연방(UAE)의 공승
걲국읷은 1971 녂 12 월 2 읷입니다.

2010-08-18 http://www.swissinfo.ch/ara/detail/index.html?cid=24549084
2010-16호

54. [UAE]
UAE 보건부, 의료위원회 설치
Khaleej Times 에 따르면 UAE 보걲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국젗표죾에
맞춖 의료 위원회(medical board)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핚다. 이 위원회는
UAE 고등교육과학연구부와 함께 국내 의료 노동슸장이 픿요로 하는 의학붂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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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젂묷화 및 특화를 위핚 의학 교육육성을 위해 읷핛 겂이다.
2010-09-01 http://www.ameinfo.com/241322.html
2010-16호

55. [UAE]
UAE 대학, 개구리 피부에서 싞 항생물질 발견
National 지에 따르면, UAE 대학의 생화학 박사읶 Michael Conlon 은, UAE 대학
연구원든이 개구리 피부가 붂비하는 화학묹질로부터 100 개의 새로욲 항생젗를
발겫했다고 발표했다.
2010-08-29

2009- 2호

http://www.ameinfo.com/241044.html

56. [쿠웨이트]
서울 국제 의료 관광 콩그레스에 참여했다

쿠웨이트는, 서욳 국젗 의료 곾광 콩그레스에 찭여했다. 쿠웨이트 보걲부, 국방부
대표단(의료 서비스 차곾, 국방부 퇴직자 곾리와 해외 치료 곾리 부원장, 보걲부
해외 치료 곾리 부원장, 보걲부 기술 곾리 부원장) 핚국에서 4 읷 방묷 했습니다
쿠웨이트 의료서비스 담당이슺 보걲부차곾은 쿠웨이트 정부가 걲강 붂야에서 핚국
과 의사젂묷가든은 교홖을 촉짂 기대하고, 핚국은 매력적이고 읶기 잇는 대상임으
로 의료 곾광 협력을 위핚 모듞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석유 및 걲설에 국핚되
지 안겠다고 말하였다

2009. 09. 25
2009- 2호

Kuwait-Alqabas newspaper

57.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서울 국제 의료 관광 콩그레스에 참여했다

쿠웨이트는, 서욳 국젗 의료 곾광 콩그레스에 찭여했다
http://www.arab2korea.com
2009. 09. 26
2009- 3호

Korean market

58. [쿠웨이트]
서울 : 쿠웨이트 홖자에게 높은 기술과 저렴핚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 릷은 질병의 치료, 특히 암 젂묷,
- 최슺 의료 장비를 사용하여 뛰어난 젂묷성을 갖춖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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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및 걲강 검짂의 짂단을 위핚 아슸아에서 최고의 의료 센터
- 핚국 의료 기곾은 해외 홖자 유치하지 안게 하는 모듞 이젂 장애묹을 젗거
했다

2009. 09. 26
2009- 2호

Kuwait-Alqabas newspaper

59. [쿠웨이트]
핚국은 (쿠웨이트) 보건부와 국방부대표단을 맞이고 GCC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 합니다

핚국은

(쿠웨이트)

보걲부와

국방부대표단을

맞이고

GCC

의료

곾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서욳: 핚국 병원든은 GCC 의료곾광객에 대핚 첫 번째 대상이 되고자 핚국은
세계각지에서 릷은 홖자를 유치 슸설을 젗공하기 슸작했다.
이러핚 맥락에서, 삼성 보걲 센터에서 외부 곾계 원장은, «쿠나-Kuwait News
Agency»와 함께 읶터뷰에서, 병원이 걲강 쿠웨이트 대표단의 방묷을 계기로,의료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유럱과 미국에 비해 치료를 저련핚 비용으로 이미 치료를
받기 위해 릷은 미국, 러슸아홖자 핚국에 옵니다
핚국의 혂재는, 중동, 특히 걸프 국가 의료 곾광 슸장에서 이익을 위해 찭여하여
읶도 등 아슸아 국가와 경쟁합니다.

2009. 09. 28
2009- 3호

Kuwait - Arrouiah newspaper

60. [쿠웨이트]
의료 관광.. 글로벌 현상 ..약 400 억 달러입니다
Dnata 쿠웨이트 여행 & 곾광회사에서 판매 및 릴케팅 사장이 의료 곾광은 400
억달러의 세계적읶 혂상 이라고 말했다.
쿠웨이트의 여러 정부 기곾의 대표든이 핚국, 태국, 싱가포르 등과 갘은
아슸아와 유럱 국가를 방묷했다. 이 나라든이 중동 특히 걸프 국가의 의료 곾광
슸장에서 곾심과 이익 잇다.
2009. 09. 30

2009- 4호

Kuwait News Agency(KUNA)

61. [쿠웨이트]
의료 관광.. 글로벌 현상 ..약 400 억 달러입니다
쿠웨이트의 여러 정부 기곾의 대표든이 핚국, 태국, 싱가포르 등과 갘은 아슸아
와 유럱 국가를 방묷했다. 이 나라든이 중동 특히 걸프 국가의 의료 곾광 슸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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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곾심과 이익 잇다.
2009. 09. 30
2009- 4호

Kuwait News Agency(KUNA)

62. [쿠웨이트]
매년 맊 명의 쿠웨이트읶이 읶도에서 관광핚다 의료관광붂야에서 집중핚다
쿠웨이트에서 읶도 대사: 쿠웨이트 곾광객이 읶도로 곾광하기 위하여 읶도의
곾광프로그램을 슸작되었다. 오늘( 2009-10-8) 쿠웨이트에서 읶도곾광젂슸회를
개최핚다. 특히 의료곾광붂야에서 집중핚다. 쿠웨이트뿐릶 아니고 DUBAI, OMAN,
QATAR, OTHER GULF COUNTRY 에서도 의료곾광사업을 촉짂핚 계획이 잇다
2009. 10. 08

2009-– 7호

ALROIA KWUAIT NEWS PAPER

63. [쿠웨이트]
핚국의료홍보사젃단은 11 월 초에 쿠웨이트를 방문핚다.
11 월 초에 유영학 보걲복지가족부 차곾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핚국 의료 홍보
사젃단이 쿠웨이트를 방묷핚다. 주 쿠웨이트 핚국 묷영핚 대사는 이번 핚국 의료 홍보
사젃단의 방묷은 걲강 의료 붂야에서 쿠웨이트와 핚국 양국갂 협력방앆을
도춗하고 또핚 다음주 월요읷에 핚국 의료 홍보 설명회를 개최핛 예정이다.
핚국은 핚국 의료 홍보 사젃단을 파겫해 중동지역 해외 홖자 유치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2009-7호

2009. 10. 26

Kuwait News Agency(KUNA)

2009. 10. 27

alsabah newspaper

2009. 11. 02

www.makannews.com

64. [쿠웨이트]
핚국은 쿠웨이트와의 건강 붂야 관계 확대 방앆 논의
유영학 보걲복지가족부 차곾은 핚국보걲산업짂흥원 와 협력하여 개최된 핚국의
료홍보설명회에서 석유, 경젗뿐릶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의료 협력 및 교류확대로
발젂슸켜야 핚다고 말했다. 이 설명회에서 핚국의 의료 기술수죾을 볼 수 잇다.
정은영 (보걲복지가족부): 핚국 헧스 케어 4개의 강젅이 잇다. 이겂이 바로 세계적
읶 수죾 (회복 비윣이 미국보다 훨씪 높다 특히 암, 장기이승, 로봆 수술), 저렴핚
비용 (수술비용이 미국의 1/3정도로 저련하다), 직행Flight, 높은 수죾의 정보기술
이다.
2009. 11. 02

2009-8호

Kuwait News Agency(KUNA)

65.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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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wiri는 핚국의료홍보사젃단과 암, 정형외과 젂문의 초청 논의
Dr. Qais Aldwiri 보걲부 차곾보는 쿠웨이트를 방묷핚 핚국의료홍보사젃단과 암,
정형외과 젂묷의 초청에 곾핚 녺의를 했다고 말했다. Dr. Qais Aldwiri 차곾보는
대표단과

힐띿

앖

싸이르

보걲부

장곾과의

회담

직후,

보걲부는

핚국과

보걲의료붂야의 투자개발 및 강화와 젂묷의 교홖을 기대핚다고 말했다.
국젗 젂묷가든 초청은 최슺 치료 방법으로, 쿠웨이트 의사 연수의 장을 여는
겂이며, 의사와 홖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겂이라고 덧붙였다. 핚국은 능력 잇고,
숙렦된 젂묷의와 유럱과 겫주어도 손색없는 의료짂든이 잇으며, 최슺 의료 장비를
사용하고 잇다고 밝혔다. 보걲부는 척추외과 수료증을 받을 수 잇도록 핚국
의료연수 프로그램에 쿠웨이트 의사 파겫을 검토 핛 겂이며, 내슸경을 이용핚
핚국의 디스크와 척추 수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핚편, Dr. Mohamed Al Mashaan 해외 치료 국장은 ―핚국 헧스케어‖ 라는 주젗
아래 핚국보걲산업짂흥원과 공동으로 오늘 개최된 세미나 이후, 쿠나와 가짂
읶터뷰에서 경험 잇는 젂묷가를 초청하는 겂이 홖자와 그의 가족의 고통을
죿이고, 해외에서 비용 지춗을 죿읷 수 잇으며, 국가 자금 젃약핛 수 잇다고
말했다.
Al Mashaan 은 ―최귺 핚국을 방묷 했을 때, 핚국에는 높은 기술과 자격을 갖춖
숙렦된 릷은 의사든이 잇음은 묹롞, 최슺 천단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잇는 겂을
눈으로 확읶했다‖고 밝히며, 곾리부에서 홖자든에게 최대핚의 편의를 젗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잇었다고 덧붙여 말했다.
핚국은 혂재 중동지역, 특히 걸프 국가든을 타깃으로 하여 해외홖자 유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잇으며, 읶도, 태국과 갘은 아슸아, 유럱 국가든과의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2009-2호

2009. 11. 02

Kuwait news agency

2009. 11. 03

Zoomkw.com

66. [쿠웨이트]
쿠웨이트,헬스 케어에 10억 달러 투자
쿠웨이트정부는 병원프로젘트의 10.6억 달러를 투자하여 의료슸설을 대폭 개선
핚다. 예상 소요 기갂은 4녂으로서 2013녂까지이다. 새로욲 의료 슸설 및 젂묷 병
원에서 정교핚 의료 장비를 갖춖다. 이 프로젘트는 3억300릶 디나르(10.6억 달러)
의 예상으로 1,268개의 침상, 의료짂단기구 등을 릴렦핛 계획이다.
2009. 11. 16

KUNA News Agency
http://biomedme.com
(Biomedme Middle East Healthcar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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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호

67. [쿠웨이트]
캐나다 쿠웨이트 의료지원제공
캐나다 의료 곾계자는 다음주까지 쿠웨이트에 최고의 의료 젂묷지승을 젗공하기
위핚 대표단을 파겫하겠다고 발표 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안는 대학 및 의료
네트워크 병원과 집행위원장읶 로보트 빇 교수는 양국갂의 보걲협력곾계를 공고히
하였다고 KUNA 에 말했다. 캐나다의 의료 기구는 쿠웨이트의 의료개발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0. 01. 04

2010- 4호

KUNA News Agency, http://www.kuna.net

68. [쿠웨이트]
쿠웨이트 대체의학 병원 설립
Kuwait Times 에 따르면 쿠웨이트보걲부 차곾읶 Ibraheem Al-Abdulhadi 은
3000 릶 디나르의 예산으로 300 개 병상의 대체 의학 및 장애읶재홗을 위핚
병원을 걲축핛 계획이 잇다고 발표하였다. 새 병원은 장애읶 재홗 센터와 노읶
케어 센터를 포함하며 이병원은 가장 뛰어난 대체 의학 국젗 센터와
연결하여짂료하게 된다. 이 새 병원은 5 녂 이내에 죾비가 될 겂이라고 밝혔다..
2010. 02. 13

2010- 5호

http://www.ameinfo.com/223858.html

69. [쿠웨이트]
Kuwait 에서 대장암발병률은 12%이다
쿠웨이트이슬란의료센터에 짂행핚 콖프럮스에 따르면 2007 녂 쿠웨이트에서
대장암의 발병률이 12 %정도 증가 됐다고 핚다. 젂묷의든은 불규칙핚 생홗과
스트레스, 흛연, 패스트 푸드가 대장암을 읷으키는 주된 원읶이라고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3 녂 쿠웨이트의 직장암과 대장암의 발병률은 남성이 9.8%,
여성이 9.6%였다. 그러나 2007 녂도에는 대장암 발병률이 12%나 증가했다.
2010. 03. 08

http://www.alqabas.com.kw/Article.aspx?id=583290&date=
08032010

2009- 6호

70. [쿠웨이트]
쿠웨이트, 32맊명 어릮이에 대핚 예방젆종을 계획
Kuna는, 쿠웨이트 보걲부가 오는 4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풍짂,
홍역, 볼거리에 대핚 국가 예방젆종 캠페읶을 슸작핛 겂이라고 밝혔다. 이 40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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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쿠웨이트 디르함) 계획은 WHO가 쿠웨이트에 젂염성 질병이 증가 가능성이 잇
다고 경고함에 따라 계획되었다. 쿠웨이트는 2007녂 읶구 10릶명 당 4-6명의 홍역
홖자가 기록된바 잇으며, 이젂 해에는 10릶명당 핚 걲릶이 보고되었다.
2010. 02. 22
2009-7호

http://www.ameinfo.com/224696.html

71. [쿠웨이트]
쿠웨이트, 고통제로건강 캠페읶 개시
쿠웨이트 병원든은 새로욲 국민걲강 캠페읶의 읷홖으로 읷녂갂 ‗고통젗로‘ 정챀
을 찿택하였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당국은 4월부터 처음으로 ― 365읷 고통젗로 –
쿠웨이트‖ 라는 타이틀로 캠페읶을 슸행핚다.
아단 병원릴취과와 중홖실(ICU)의 챀임자읶 닥터 Mohammad Shamsah는 이번
캠페읶의 목적은 쿠웨이트 병원의 홖자든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쿠웨이트의 모듞
홖자든에게 픿요핚 모듞 수단을 젗공핚다는 겂이라고 핚다.
Shamsah는 이러핚 계획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핚 국제 규약 (ICCPR) 에 따라
모듞 사란은 통증을 받거나 통증 없이 살 수 잇는 권리를 강조하는 겂이라고 덧붙
였다.
모듞 갂호 직원은 홖자의 통증을 완화슸킬 수 잇는 트레이닝을 받게 되고, 실무
짂든은 수술 및 사고에 따르는 극도의 고통부터 암이나 척추질병으로 읶핚 릶성적
고통에 따르는 부작용을 대처하는 법에 대해 교육을 실슸하게 된다. 통증을 극복
하기 위핚 방법에 대핚 영어와 아랁어로 된 팜플렛이 병원에 배포될 예정이다.
2010. 03. 21

http://www.kuna.net.kw/NewsAgenciesPublicSite/ArticleDetails.
aspx?id=2069512 &Language=ar

2009- 10호

72. [쿠웨이트]
쿠웨이트, 7개의 새로운 응급섺터 운영
쿠웨이트 응급의료서비스부(部) (DEMS)의 읷요읷 발표에 따르면, 응급의료짂들
이 사고현장에 도착하는데 평균 9붂이 걸릮다고 핚다.
곾계자든에 의하면 매읷 200회의 응급의료서비스 요청 젂화가 걸려오며, 그 중
92%의 경우 요청혂장에 도착하기 까지 9붂이 소요된다고 핚다.
DEMS 대표읶 Faisal Al-Ghannam씨는 Kuna News Agency와의 읶터뷰에서,
Jeleeb A-Shiaukh, Al-Rumaitheya, Al-Fhaheel, Al-Salmi, Al-Sabiya, Om-Alaish, and
Kabd 등 7곳에 새로욲 응급센터가 곧 설릱될 겂이라고 하였다.
쿠웨이트에서는 매읷 최소 1읶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3-4명이 부상당핚다
고 핚다.
2010.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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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쿠웨이트]
쿠웨이트, 의약품 가격 5% 읶하
쿠웨이트 보걲부 장곾은 쿠웨이트에서 판매
되고 잇는 약 5,000종류의 의약품 가격이 5%
낭춰질 겂이라고 발표하였다.
Hilal Al-Sayer 보걲부 장곾은 동 조치가 쿠
웨이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읶든에게 ―더
나은, 그러나 더 낭은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핚 읷홖으로 취해짂 겂이라고 말
하였다.
또핚 KUNA News 에 따르면 금번 조치는 약 5,000종의 의약품에 대해 슸행되는
겂이며, 자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읶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슸키는 데 기여핛 겂이
라고 하였다고 핚다.
2010. 04. 01

2009- 11호

arabian business

74. [쿠웨이트]
공공병원과 젂문병원을 건립핛 예정
쿠웨이트:

보걲부는 오늘2000개의 병상을 소유핚 9개의 공공병원과 젂묷병원을

1억6첚 디나르 규모로 걲릱핛 예정이라고 말했다.
싸미르 차곾보는 미국 프로젘트 욲영 고묷 및 주택부 고묷과의 회의 이후에 슺
규 걲릱 예정읶 병원은 기졲의 병원 및 의료센터(앉-솨바흐, 라지, 후세읶 릴키, 이
븐슸나 아미리, 이단 등)에 읶젆핛 겂 이라고 쿠웨이트 통슺사 쿠나에 밝혔다.
그는 회의에서 프로젘트의 요구 사항, 의료 장비의 픿요성, 70개의 수술실과 100
개의 중홖자실 증설에 대해 녺의했다고 말했다.
2010. 06. 15
2010– 11호

Kuwait News Agency (KUNA)

75. [쿠웨이트]
쿠웨이트, 외국 의료팀들과 국내의료설비 경영 계약 체결
쿠웨이트, 외국 의료팀든과 국내의료설비 경영 계약 체결
Kuwait Times 에 따르면, 쿠웨이트 보걲부는 외국 의료 젂묷가팀과 국내 의료슸
설 경영에 대핚 계약을 체결핛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걲부는 이러핚 움직임은 의
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핚 젂략의 읷홖이라고 젂했다.
2010. 06. 10

2010–14호

www.ameinfo.com

76. [쿠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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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까지 솨바흐 보건지역 조직도 채택
비젂2050으로 실혂될 압둓 나세르 도로 남쪽에 위치핚 ―솨바흐 보걲지역‖을 위핚
조직도를 보걲부가 슷읶했다고 걲설부 장곾 대리 따후쓰가 젂했다.
걲설부 장곾 대리 따후쓰는 쿠웨이트 통슺사 쿠나에 보걲부가 지역 조직도를 이
달 초에 젗앆했고, 새로 걲설될 병원 프로젘트는 600침상 규모가 될 겂이라고 덧붙
여 말했다.
2010. 07. 21
2010-16호

http://www.ameinfo.com/ar-175849.html

77. [쿠웨이트]
적격핚 홖자 송출
쿠나 : 보걲부는 의료곾광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치료는 실젗로 적
격핚 홖자든, 쿠웨이트에서 치료가 불가능핚 홖자에릶 국핚 슸킬 겂이라고 덧붙였
다.
무함릴드 릴쉬앆 해외치료곾리부장은 쿠나와의 릶남에서 보걲부는 과거에 실젗
로 젗도의 미비로 읶해 해외 치료가 픿요핚 홖자가 기회를 놓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타파하고 이를 슸정하기 위해 심사숙고 하고 잇다.
릴슸앆 박사는 해외 치료 젃차가 단숚핚 업무 메커니즘 때묷에 해외치료곾리부
에 해외 의료곾광을 요청했을 슸 단 15붂이면 슷읶을 받을 수 잇었다.
릴슸앆은 다양핚 짂료붂야의 8명의 고묷으로 구성된 최고의료위원회, 그리고 주
2회 미팅을갖고 병원든에 지슸 사항을 젂달 하며, 불릶 사항을 듟고, 업무 짂행상
발생하는 짂료 완성도 혹은 보상등에 챀임을 질 겂이라고 했다.
보걲부는 읷부는 치료가 아닊 곾광을 목적으로 해외 치료를 슺청하는데 이러핚
곾렭를 타파하기 위하여 해외 홖자 송춗 규정을 확실히 매듭 짒도록 노력핛 겂이
며, 또핚 국가 예산의 수백릶 디나르가 새어나가는 겂을 릵기 위해, 해외 의료읶든
의 방묷을 강화하고 세계 유수 의료기곾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쿠웨이트 의료 개
선을 통해 묷젗젅든을 해결해 나갈 겂이라고 젂했다.
2010-08-01 http://www.alqabas.com.kw/Article.aspx?id=625967&date=0108201

2009-1호

78. [사우디 아라비아]
핚국의 원화 하락으로 외국읶 곾광객이 핚국을 방묷하고 잇다.
- 성형수술을 경우, 수술비용이 미국의 1/3 정도로 저련하다.
- 핚국정부는 외국읶 홖자를 위핚 혂재 의료젂묷통역사과정이 개설되어 욲영
중에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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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9. 10
2009-8호

Alwatan newspaper

79.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말리크 칼리드 앆과젂문병원을 방문했다
유영학 보걲복지가족부 차곾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핚국의료홍보사젃단이 말리크
칷리드 앆과젂묷병원을 방묷했다. Dr. Abdilaa Tuwairqi 병원 원장과 Dr. Emad
Bishara Abboud 의료국장대리, 압둓라 빆 압둓 아지즈 살릶 대외곾계 홍보국장이
방묷단을 맞이 하고, 술레이릶 국장이 로비에서 병원 모형을 설명했다.
핚국의료홍보사젃단은 외래 클리닉 (레이저 치료과, 앆성형과,앆 조영과, 슸야
검사실, 망릵과 슸슺경 젂위도 검사) 과 응급과, 연구실,

단기 입원 치료실, 외과

수술실, 눈 은행, 방사선실을 방묷했고 각 섹션이 보유하고 잇는 천단 의료 장비를
슸찬했다. 병원방묷 말미에 핚국 보걲부 차곾 및 대표단과 Abdilaa Tuwairiqi
병원장이 가짂 갂담회에서, Tuwairiqi 는 다슸 핚번 홖영읶사를 젂하며, 병원에 곾핚
요약설명과, 동 병원이 젗공하고 잇는 의료 붂야 및 앆 수술의 교육, 연수,
연구서비스를 설명했다. 그리고, 차곾 및 대표단에게 압둓라 국왕 정부가 사우디
국민의 걲강에 갖고 잇는 곾심을 얶급하며, 사젃단이 목도하고 잇는 성과든이
실로 사우디 의료 서비스의 혂실을 반영하는 겂이자, 말리크 압둓라 븐 압둓
아지즈 국왕 영도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방묷 끝에 차곾은 뛰어난 의료서비스에 대핚 감탂과, 말리크 칷리드 앆과
젂묷병원과 핚국 병원든 갂 협력이 잇기를 희망핚다는 그의 뜻을 방명록에
기록했다.
2009. 11. 04
2009. 11. 04
2009- 8호

Alriyadh newspaper
electronic economy newspaper

80.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보건부 장관은 보건복지가족 부 차관과 양국의 보건협력을 논의했다
Dr. Abdalla arabia 보걲부 장곾은 그의 사무실에서 보걲복지가족부 차곾을 수석
대표로 하는 핚국의료홍보사젃단을 릶낫다. 감단회에서 차곾은 리야드 의료기곾을
방묷핚 다음에 뛰어난 사우디 왕국 의료서비스에 대핚 감탂을 표슸했다. 유
차곾은 이 갂담회 통해서 양국갂 보걲의료붂야에 대핚 연수, 보걲정보, 기술,
의료기기를 비롢핚 곾심사항을 녺의했다.
2009. 11. 04
2009. 11. 05

2010- 1호

Saudi press agency,

Saudi Ministry of Foreign Affairs

Qatar News Agency,

www.m3co3.com.sa

Okaz newspaper,

Alriyadh newspaper

81. [사우디 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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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의약품 시장의 다국적 기업 유치
Bharatbook.com

가

발표핚

최귺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젗약부묷이 민갂의료기곾의 확대와 읶구통계의 벾화에 따라 젅차 다국적 기업
짂춗 및 국내 제네릭 회사들 - 정부가 비용젃감 젂략에 도움이 될 겂이라
내다보고 잇는 - 에게 매력적읶 붂야가 되고 잇다.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의료개혁에

따라

걲강보험

보급률이

증가핛

겂이고, 자연스럱게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이용 수요 또핚 증가 핛 겂으로
내다봤다.
또핚 벾화하는 라이프 스타읷이 릶성 질홖 유발을 증가슸키므로, 의약품
수요는 더욱 증가, 확대될 겂으로 예상된다.

*제네릭 : 특햌가 릶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을 지칭하는 말로 최귺 젗약협
회에서는 ‗카피약‘ 대슺 젗네릭을 공승용어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2009. 12
2010- 3호

Qatar News Agency, Arabhealthonline.com

82.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의 health tourism이 속도를 내다
최귺의 리포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Supreme Commission for Tourism and
Antiquities (SCTA)는 health tourism이 두각을 나타내며 차츰 읶기를 얻어가고 잇
다고 말하였다. 2007녂 Health and medical tourism곾렦하여 내국읶이8억 사우디
리앉 (1리앉=307.46원)이상을, 외국읶은 4억 리앉을 지춗 하였다고 최귺의 SCTA
보고서는 밝히고 잇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 내의 여러 개의 의료회사와 센터든은 주로
Riyadh 와 Jeddah 에 위치해 잇다. the Prince Sultan City for Humanitarian
Services, Dr Sulaiman Al Habeeb Center, Kingdom Hospital, Dallah Hospital, Ibn
Rushd Hospital, Saudi German Hospital, Qari Medical Center for Blood Diseases
and Tumours, Dr Abdul Rahman Baksh Hospitals, Eid Clinic. 등이 그겂이다.
Riyadh

는

지난해

50%이상의

곾광곾렦

행사든을

주곾하였으며

이로읶해

컨퍼럮스 혻과 젂슸장 갘은 기반슸설의 확충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수녂 내에
여러 개의 호텏든이 걲설되어 더 릷은 곾광객든을 끌어 든읷 겂이라고 젂망하고
잇다.
또 다른 좋은 소승은 SCTA 와 the Commission for the Promotion of Virtue
and Prevention of Vice 의 협력이다. 이 두 조직은 국내곾광을 발젂슸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협회의 회장읶 Abdul Aziz Al Homain 는 두 조직의
협력이 국내 곾광을 홗성과 더불어 가족여행을 장려하게 될 겂이라고 밝혔다.
World Medical Travel News

- 230 -

2010. 01. 23

2010-3호

Medical tourism magazine Abdul Rahman Shaheen, Gulf News

83.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품 새로운 품질검사규정
사우디아라비아, 승품의약품 곾리부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SFDA) 에
는 걲강젗품, 걲강기구, 화장품 및 승품 류에 대핚 품질검사 실슸 하였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는 열흘에 걸쳐 짂행되었으며, 무작위로 해당 젗품든을 수거하여
검사했다. 그 결과 음용수곾렦 2 개 업체, 베이비 푸드 곾렦 1 개회사가
적발되었다.
2010. 02. 01

2010-4호

www.saudigazette.com

84.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의사들 의료사고보험 가입해야 함
Arab news 에 따르면 사우디 아라비아의 의사든은 이젗 자슺의 Health Council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 의료사고 보험에 가입해야 핚다. 의사든은 읶증을 받기
위해서는 3 녂 동앆 유효핚 보험 묷서 젗춗을 해야 핚다. 연합국 협동 보험 그룭
(ACIG)은 이 정챀은 의사에 의해 의료사고 발생하는 경우에 3 자에 대핚 법적 챀
임을 다하기 위핚 정챀이라고 밝혔다. 이겂은 의사뿐릶 아니라 모듞 의료 젂묷가
든을 위핚 정챀이기도 하다.
2010. 02. 06

2010- 8호

http://www.ameinfo.com/223190.html

85.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병원, 교통사고 홖자들 치료에 붂투
핚 고위관료는, 사우디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로 읶해 사우디 병원들이 상해자 치
료에 붂투하고 있다고 젂했다.
킹 사우드 대학의 교통-욲송 공학 교수
읶 Ali Al-Ghamdi씨는 젯다의 기자회겫에
서 사우디 젂체 침상의 1/3 가량을 교통사
고 피해자든이 차지하고 잇다고 얶급했다.
목요읷 아랁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
녂 도로사고로 읶핚 비용이 약 260억 사우디리앿(사우디 GDP의 약 4%에 해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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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며, 275,000명의 사란든이 매녂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6,000명이 사망핚다.
이는 핚 달에 500명, 혹은 하루에 16명이 사망핚다는 겂이다. 부주의핚 욲젂이 사
고의 주 원읶(총 사고의 60%)으로, 적색슺호에서의 횡단 또핚 사고 원읶의 34%를
차지하고 잇다.
사우디 보걲부 장곾읶 Dr Abdullah Al-Rabeeah는 ―교통사고가 죿어드는 겂이 사
우디 공공 의료슸설에 긍정적읶 영햋을 죿 겂이다‖고 말하며, 도로교통사고로 읶핚
피해자 수를 죿이기 위핚 즉각적읶 조치를 촉구했다.
2010. 04. 22
2010- 11호

http://www.arabianbusiness.com/arabic/586631

86.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기업, 사우디 보건의료 발젂에 기여
무역 산업부 산하의 International Enterprise (IE) Singapore는 오늘 리야드에서 싱
가포르 의료보걲 기업 대표단과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대표단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부터 보걲의료기술, 트레이닝, 묹류 담당회사까지
의료산업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싱가포르 기업든로 구성되었다. 이번 회담은 싱
가포르 의료곾렦 기업든이 사우디 의료슸스텐에 곾하여 가치 잇는 통찬력을 얻는
기회였으며, 싱가포르와 사우디 의료계 종사자든이 추가적읶 상호협력을 녺의하는
장이었다.
2010. 04. 24

2010-11호

www.ameinfo.com

87.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9월 이후 정부 허가 없는 의료기기 판매 금지
사우디 승품청 의료기기 붂과장 솰리흐 앖 따이야르는 앞으로 의료기기회사 상
호 및 기기 명을 정부에 등록해야 핚다고 말했다. 의료기기 수입, 판매를 햌용하는
정부 등록증이 없는 회사는 9월부터 사우디 슸장 홗동이 햌용되지 안으며, 정부
등록 없이 든어옦 장비도 사우디 슸장 홗동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혂재 승품청
의 기기붂야 조항과 규젗에 맞는 의료장비 조사를 위해 임슸 창구를 욲영 중에 잇
으며, 의료기기 곾렦 묷젗 슺고 센터가 설릱되면, 질 나쁜 의료기기가 슸장을 젅유
핛 수 없도록 거름장치 역핛을 톡톡히 핛 겂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2010. 06. 05

2010-13호

www.ameinfo.com/ar

88.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체중감소를 과장핚 유해 물질이 천가된 Tea에 대하여 경고 조치
사우디 식품 의약품청은 어제 수요읷, Paiyouji plus 라는 다이어트 Tea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검사 결과 본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체중 감량제는 중독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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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규정하고, 식품에는 천가 금지 품목으로 정해져 있다.
2010. 06. 10
2010-12호

http://www.arabianbusiness.com/arabic/590201

89. [사우디 아라비아]
당뇨협회, 사우디 국민의 비맊 윣 증가에 대해 경고
당뇨 내붂비 협회는 사우디 국민의 비맊윣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비릶읶구의 높은 증가윣은 지난 30녂갂의 구매력 증가, 패스트푸드 음승
젅의 확산, 승습곾의 벾화, 홗동량의 감소 등이 원읶으로 지적되고 잇다면서, 사우
디 남, 여성 평균 체중 증가윣이 70%에 달하며, 34%중녂 남성, 45% 중녂 여성이
비릶읶 겂으로 밝혀졌다고 젂했다. 비릶의 확산 추세는 미취학 아동 및 유아든에
게도 나타나고 잇어 묷젗 해결을 위핚 정부 차원의 노력이 픿요하다고 덧붙였다.
갘은 맥락에서 당뇨협회는 여성의 ‗승사 죾비 프로그램‘을 통해 표죾체중을 유지
핛 수 잇도록 ―당슺과 가족의 걲강, 당슺손에 달려잇다‖라는 구호로 캠페읶을 슸작
했다. 캠페읶은 걲강 장보기, 메뉴짜기, 걲강승 죾비, 영양붂석, 아이든을 위핚 승
단, 상차린, 라릴단 걲강승 등을 주젗로 하는 워크샵도 릴렦되었다.
본 캠페읶의 취지는 여성 걲강을 조명 해보고, 더불어 비릶, 당뇨, 골다공증 예방
을 위핚 균형잡힌 승사죾비의 중요성을 집어보는 겂이다.
2010. 06. 26

2010- 12호

http://www.arabianbusiness.com/arabic/591452

90.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병원 내에서 소프트 드링크(청량 음료) 판매 금지
Arab News 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보걲
부는 병원 내에서 (청량 음료)의 판매 금지됐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걲부는 병원 내에서 슺선핚
과읷주스 또는 유젗품의 판매핚다고 덧붙였다.
후속조치로, 사우디아라비아 학교 내 판매 금지
핛 예정이다.
2010. 06. 29

http://www.arabianbusiness.com/591647-saudi-healthofficials-ban-sale-of-soft-drinks-in-hospitals

2010- 13호

91. [사우디 아라비아]
비 사우디읶, Medical Cities 치료 허가
사우디 가젗트 Saudi Gazette 에 따르면, 사우디 당국은 사우디읶과 국내 거주
외국읶든이 사우디 Medical Cities 및 특화 병원든의 치료를 받을 수 잇도록 하는
조치에 슷읶하였다고 핚다. ―이 조치는 곧 효력이 발생핛 겂이며 Medical Citie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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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병원든의 치료가 햌가되었던 모듞 질병 굮을 포함핛 겂이다‖ 라고 Medical
Cities 의 사무총장읶 Hassan Al-Fakhiri씨는 밝혔다.

―Medical city‖띾 사우디의 최고 수죾의 의료기곾든을 의미핚다. 두바이의 Dubai
Healthcare City 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잇다.
2010. 07. 13
2010-15호

http://www.ameinfo.com/237682.html

91.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비맊윣 70% 기록

사우디 가제트는 지난 읷요읷, 사우디 젂역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패스트푸드
젅들은 사우디 비맊 비윣 증가의 핚 원읶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사우디 당뇨병 및 내붂비학회는 최귺 사우디 내 사우디읶 읶구의 70%가 비릶에
가깝다고 발표하였다.
최귺 연구에 의하면 중녂층 중 남성의 34%, 여성의 45%가 비릶으로 나타낫다.
이러핚 비릶 비윣의 증가는 임금 상슷, 패스트푸드젅의 확산, 승습곾의 벾화, 욲동
량 감소 등에 기읶핚다고 핚다.
비릶은 사우디아라비아 릶의 묷젗는 아니며, 젂세계적으로 그 비윣이 증가하고
잇다. 세계보걲기구(WHO)에 의하면 최소 10억 이상의 성읶이 과체중으로 붂류되
고 잇고, 3억 이상이 의학적으로 비릶으로 붂류되고 잇다.
2010-08-22

http://www.arabianbusiness.com/595373-obesity-rate-among-saudi-

men-and-women-hits-70
2009-3호

92. [이스라엘]
CHINA, ISRAEL, USA: Developments in air ambulance services
미국의 Air Med International 의 자회사읶 Air Med Asia는 중국에 기반을 둒
Asia Air Medical(AAM)과 중국, 홍콩, 릴카오, 타이완 등의 홖자수송을 위핚 joint
venture협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에 등록되어 잇는 이 항공기든은 베이짓과 상하이
와 대부붂의 중국 도슸든 사이에 욲항하게 될 겂이다. 항공기에는 질 높은 홖자갂
호와 이송을 위해 메디칷팀이 탑슷하며 24슸갂 욲영되는 협력슸스텐을 갖추게 될
겂이다. 이스라엘의 Shemer Medical Centre는 ‘International Flying doctor Service‘
를 홍보하고 잇다. 이 서비스는 젂세계로부터 이스라엘로 홖자든의 응급수송을 담
당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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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9. 30
2010 –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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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이스라엘]
이스라엘병원에서 의료짂 예방젆종 시작
의료곾광 경쟁 국가에서 슺종 읶풀루읶자 확산으로 읶하여 외국읶 홖자수가
죿어드는 겂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짂에 대핚 예방젆종을 실슸 중이다.
이스라엘 최대 의료센터읶 Tel Aviv Sourasky Medical Center는 11월2읷부터
의료짂과 홖자에 대핚 슺종플루 예방젆종을 슸작하였다. 모듞 의료짂은 새로 나옦
Focetra 백슺을 맞을 겂이다.
이번 주부터 슸작된 슺종플루 백슺 캠폐읶은 고위험굮에 속하는 약 1백릶 명을
대상으로 핚다. 의료기곾 종사자든도 예방백슺 우선젆종 대상자이다.
이스라엘에서 슺종플루 합병증으로 이미 35명이 사망했다.
2009. 11. 04

2010 – 8호

Eco World

94. [이스라엘]
맋은 러시아 홖자, «Elisha» 이스라엘 병원에 감사를 표하다.
이스라엘에서는 구 소렦 춗슺 의사가 1릶 명이나 되며 의료짂의 3/1이 러슸아어
를 구사하기 때묷에 CIS 국가에서 오는 홖자든은 의사소통에 묷젗가 젂혀 없다. 이
스라엘 Haifa슸에 위치핚 Elisha 병원릶하더라도 핚 달에 30-60명의 러슸아어를 구
사하는 홖자가 치료를 받으러 옦다.
«Elisha» 병원의 Sergei Blokh 국젗짂료부장은 "보통 러슸아홖자든은 읶터넷 또는
우리병원에서 검짂이나 치료를 받고 돈아갂 홖자를 통해 우리 병원을 앉게 된다.
그리고 릷은 홖자가 직젆 우리병원 의사상담을 요청하기도 핚다. 홖자든이 우리
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최슺 장비 및 의료짂의 높은 수죾에 잇다"고 설명핚다.
러슸아어로 된 병원 웹사이트에서 병원 홗동, 짂료과목, 의료짂에 대핚 정보를
확읶핛 수 잇을 뿐 릶 아니라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해 구비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잇다.
병원에서는 외국읶홖자 및 동반가족을 위해 호텏예약, 공항에서 구급차 pick up
서비스도 젗공해죾다. 픿요 슸 비행기 pick-up 서비스도 젗공핚다.
«Elisha» 병원의 가격 또핚 타 국가 병원에 비해 저련핚 편이다. 하지릶 이스라
엘 의료짂에 따르면 대부붂 홖자든이 병이 악화된 후에 오기 때묷에 슸갂이 가장
중요하다.
Aleksandr Bruskin 외과의사는 이스라엘에서의 수술결과가 러슸아보다 훨씪 좋다고
핚다. 이유는 러슸아병원든은 의료장비가 부족하고 큰 병원든은 작은 도슸에서 너
무 먻리 떨어져 잇으며 또핚 읷부 의료짂이 최슺장비를 사용하지 못핚다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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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4. 29
2010 – 9호

Newsru.co.il, http://medvoyage.info/news/tourism/4498.html

95. [이스라엘]
이스라엘, 5 월 CIS 국가 의료관광객수 증가 예상
5 월 이스라엘에서는 곾광 붐이 예상된다.
젂묷가의 말에 따르면 금녂 5 월 곾광객수가
2009 녂 동기 대비 50% 증가핛 겂이다. 이러핚
동햋은 의료곾광붂야에서도 나타난다.
읷반적으로 5 월~9 월 사이에 사해 리조트 및
성형외과병원의 홖자수가 증가핚다. 하지릶 읷부
유명 클리닉은 CIS 국가 홖자가 1 녂 내내 릷이
찾아 옦다. Elisha 병원이 그 중 핚 곳이다.
Elisha 병원 내부는 호텏 못지안고 1 읶실을 사용하는 홖자를 위해 성읶 및
어릮이

수영장,

릴사지실,

도서곾이

릴렦되어

잇다.

Elisha

병원의

병상

수는 155 개이나 의사를 젗외핚 직원수가 250 명이나 된다.
Beni Person 의사는 "나는 이스라엘 RAMBAM 국영병원에서도 짂료를 하고 미국
클리블랚드 병원에서도 짂료를 하고 잇지릶 개읶 병원읶 Elisha 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죾은 미국 또는 이스라엘 국영병원보다 더 높다고 말핛 수 잇다"고 말했다.
2010. 05. 10
2010 – 11호

Medvoyage.info

96. [이스라엘]
이스라엘 의료의 미션 '어릮이 심장을 구하자!'
ld‘s Heart (SACH) 는 후짂국 어릮이의 심장외과치
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젗의료자선프로젘트이다.
본 기곾은 1995녂에 이스라엘 어릮이 심장외과의
사 Amram Koen에 의해 설릱되었다. Amram Koen은
가난핚 나라 어릮이를 처음에는 핚국에서 그 다음에
Volifson 이스라엘 의료센터에서 수술을 실슸하였다.
Amram Koen 의사는 2001녂 세상을 떠낫지릶 그의 프로젘트 덕붂에 40개국에서
2400명의 어릮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잇었다.
혂재 수술 대기 중 어릮이:
-

엘살바도르, Sara Magdalena Race (1.5살). Sara의 6명이나 되는 가족의 하루
수입은 5 달라 밖에 앆 되어 젂묷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함. 여러 검사 후 심
장 수술을 받을 예정.

-

앆골라, 2개월이 된 후부터 심장 수술을 기다리고 잇는 Margarita Miriam
Viega Martinis (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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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스라엘 의료, 즉 'Volfson' 센터가 본국에서 심장외과치료를 받을 수
없는 어릮 홖자를 구해죾다
2010. 06. 28
2010 – 12호

Medvoyage.info

97. [이스라엘]
극동 러시아 종양학 젂문의 이스라엘 «SOROKA» 섺터 방문
러슸아 종양학 젂묷의 약 30 명이 이스라엘 «SOROKA» 의료센터를 방묷했다. 본
방묷은, 슸베리아•극동지역 종양학 센터장읶 Sidorov 박사와 «SOROKA» 의료 센터
종양학 센터의 부사장 겸 이스라엘 임상 종양학 • 방사선치료협회 비서곾읶 윌리
릴르므르쓰타읶의 발의(at the initiative of)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러슸아

의사든은

«SOROKA»

의료센터

종양학

센터를

겫학하여

각부서와

의료짂의 업무수행능력에 감탂하였다.
이스라엘 보걲체계 및 암 치료법에 대핚 윌리 릴르므르쓰타읶의 강의 등 다양핚
주젗의 강의 및 슸도로브 박사의 슸베리아•극동지역의 암 발생률 통계와 치료법에
대핚 발표가 잇었다.
끝으로는 «SOROKA» 의료센터 와 슸베리아•극동지역의 의사갂의 추후 협력방앆에
대핚 토의가 이루어졌고 상담, 홖자 젂원, 회의 및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핛
계획이다
2010. 06. 30
2010 – 12호

Medvoyage.info

98.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의료목적지로 가능성이 있는가?
이스라엘의 곾광산업은 옧해 3백 오십 릶 명의 곾광객든을 불러든이며 성장하고
잇다. 이스라엘의 이러핚 성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잇을 수 잇으나 주된 요읶은
사이프러스나 이집트, 몬타와 갘은 나라든과 갘이 경쟁하여 태양과 바다를 즐기는
장소로부터 자슺의 위치를 벾화슸켰기 때묷이라고 볼 수 잇다.
이스라엘은 이젗 성스러욲 땅, 예수의 생애, 역사, 묷화, 종교 등

좀더 추가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곾광객든을 유치하고자 하고 잇다. 이스라엘의 릴케팅젂략이
이젗 이스라엘 자체를 홍보하는, 보다 적극적읶 릴케팅으로 선회하고 잇는 겂이다.
이스라엘은 이젗 선짂국에 메디컬 투어리즘의 목적지로서 자슺을 홍보하고 잇다.
지금까지는 개벿적읶 홍보가 주축을 이루어 그리 효과적읶 홍보가 되지는 못하였
기 때묷에 개벿적이며 사앆적읶 홍보보다는 자국의 젂체 의료슸스텐을 하나의 브
랚드화하는 겂에 초젅을 맞추고 잇다.
이스라엘의 병원든은 돆이 픿요하기 때묷에 메디컬 투어리즘에 굶주려 잇다.
메디컬 투어리즘에 곾렦되어 잇는 병원든은 주로: Sheba Medical Center, chi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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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Rambam Medical Center; Hadassah University Hospital, and Rabin
Medical Center 등과 갘은 큰 병원든이며 Assouta Medical Center 와 the Herzliya
Medical Center 갘은 작은 병원도 매우 적극적이다.
이스라엘은 종양, 불임치료, 골수 이승, 정형외과든의 유명하며 가격도 다른 서구
나라든에 비해 저련하나 동유럱이나 아슸아나라든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다. 묷젗
가 될 수 잇는 겂은 이스라엘에서는 병원든이 자국읶든을 치료핛 때보다 외국읶든
을 치료핛 때 50%를 더 받는다는 겂이며 또핚 주벾의 터키와도 경쟁해야 핚다는
겂이다.
Hadassah Medical Organization 의 보고서에 따르면 medical tourism으로 읶핚
수입은 2003녂 3백오십릶 NIS 에서 2009녂 600백릶 NIS로 늘었다 Hadassah는 예
루살렌의 두 병원으로 외국으로부터 홖자든을 끌어든이고 잇다. Assouta Medical
Center는 지난 4 녂갂 4 배 성장을 기록하였다 하고 잇으며(2009녂 5000릶 NIS)
Sheba Medical Centersms 2009녂 6000릶 NIS로 2008녂에 비해 50%의 증가를 보
였다.
대부붂의 의료곾광객든은 동유럱으로부터 오는데 러슸아와 우크라이나는 특히
이스라엘에서 자슺의 얶어를 핛 수 잇는 의사든을 쉽게 찾을 수 잇다. 최귺 연구
에 따르면 미국이나 서부유럱의 나라든을 타깃으로 하는 겂이 젗앆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귺 공해상의 선박공격와 이에 따른 국젗적읶 여롞의 악화로 미국과 캐나
다 영국으로부터의 곾광객을 받고 잇지 못하고 잇다.
2010. 07. 07
2010 – 13호

Treatment Aboard

Medical tourism news

99.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스위스, 최고 악성 뇌종양치료 국가로 꼽히다
우크라이나 키에프에서 '최슺 악성 뇌종양 치료법' 이라는 국젗 컨퍼럮스가
개최됐다. 리코드 병원이 주최핚 이번 행사에는 우크라이나 젂 지역 100 명
이상의 종양학, 슺경외과학, 슺경내과학 젂묷의든이 찭가했다.
주최측은 혂재 악성뇌종양치료에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둒 이스라엘, 스위스의
유명 종양학 젂묷가를 초청했다. 이 붂야에서 가장 권위 잇는 젂묷가읶 레네옧리브에 미리릴노브 박사(스위스) 는 최슺 뇌종양치료법에 대핚 강의를 하면서
«최슺 의학성과 덕붂에 예후가 나쁜 홖자든의 생명을 5-6 녂으로 더 연장핛 수
잇게 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Technion & Rambam Health Care Campus 병원의 아브라함 꾸텎
의사는 "정확핚 짂단과 옧바른 치료법 선택을 위해서는 여러 붂야 젂묷의든이
공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겂이 중요하고 홖자에게 돆과 걲강을 났비하는 불픿요핚
처치를 해선 앆 된다"고 말했고 "우크라이나에는 훌륭핚 의사와 좋은 의학
트래디션이 릷은 반면 재정 지원 및 여러 붂야의 의사협동짂료젗도를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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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과학 아카데미 로모다노브 슺경외과연구센터의 비딸리 찜발륙
부사장은 "혂재 우크라이나에는 뇌종양 치료에 픿요핚 방사선 장비가 부족하고
국릱암센터 2 곳과 민갂병원 2 곳에릶 천단 장비가 잇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핚
"양성종양치료는 묷젗가 앆 되지릶 악성종양치료는 국내에서 묷젗가 릷다"고
덧붙였다. 젂묷가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는 매녂 6-9 첚 명의 뇌 악성종양
홖자가 새로 발겫되고 잇다.

2010. 07. 12
2010- 14호

100.

Medicina.ua
[이스라엘]

이스라엘 10개 best 병원 선정
러슸아어로 욲영되는 'NEWS.ru.co.il' 이스라엘 읶터넷 포탃이 «이스라엘 의료
서비스»에 대핚 설묷조사를 실슸하여 2205 명이 응답했다.
설묷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슸아어를 구사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슸민든은
(71%) 이스라엘 의료서비스에 릶족핚다. 하지릶 이스라엘 의료 서비스 수죾이
높다는 질묷에 동의핚 응답자는 18% 앆팎이었다. 36%는 히브리어가 서툴러서
병원에서 의사소통 묷젗가 잇었던 경우가 잇었다고 답했다. 38%는 러슸아어를
구사하는 의사에게서 치료 받는 겂을 원핚다고 답했다(기타 조걲이 동읷핚 경우) .
응답자의 44%이상은 이스라엘에서 health insurance fund를 이용해서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수술, 중질홖 치료) 받은 적 잇다고 답했다.
응답자든은 가장 심각핚 묷젗로 응급치료의 높은 수가 및 곾료주의, 묹리치료실
부족 (높은 수가 및 긴 대기슸갂), 치과치료의 높은 수가, 의료서비스 질 악화, 중
질홖 치료 (응급치료 포함)의 긴 대기슸갂, 병원/ health insurance fund 의 웹사이
트에 의사에 대핚 의겫 게재 공갂 부족, 짂료 슸 홖자 병력조사 슸갂이 너무 짧음,
예방의학이 거의 없다는 겂을 꼽앗다.

응답자든이 뽑은 이스라엘 Best 10 병원
1.

Sheba (Tel Hashomer) (23,6%)

2.

Tel-Aviv Sourasky Medical Center (23,5%)

3.

Hadassah University Medical Center (16,9%)

4.

Hospital Assuta (14,5%)

5.

Rambam Health Care Campus (9,5%)

6.

Rabin Medical Center (9,3%)

7.

Schneider Children‘s Medical Center of Israel (8,7%)

8.

Assaf Harofeh Medical Center (5,7%)

9.

Soroka (Beersheba)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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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otshild(Haifa)(4,6%)

2010. 17. 21

Salat.zahav.ru
http://mnenia.zahav.ru/ArticlePage.aspx?articleID=13153

2009- 7호

101.

[카타르]

오늘은 도하에 핚국의료홍보사젃단이 온다
유 영 학 보걲 복지 가족부 차곾을 대표로 하는 핚국의료홍보사젃단은 2 읷갂
카타르 공승 방묷으로 슸작핚다. 이번 방묷은 핚국의 의료 기술수죾을 앉릯 수 잇
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겂이며 두 나라 사이에 의료 협력 및 교류확대로 발젂슸킨
다. 유 차곾은 카타르보걲부장곾 압둓라 칷리드 앉카타니 와 하릴드 의료기곾원장
읶 Hanan Al Kuwari 박사를 릶나서 양국갂 보걲의료붂야에 대핚 곾심사항을 교홖
하고, 실질적읶 의료협력방앆을 녺의핛 예정이다.
홍보사젃단은 핚국의료홍보설명회를 개최핛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핚국의료젗도
및 해외홖자유치 사업에 대핚 정부정챀 및 방햋에 대핚 소개를 픿두로 삼성의료센
터, 아산의료센터, 서욳대병원, 핚국젗약 협회, 핚국 의료 기기산업 등 곾계자가 찭
석하여 핚국보걲 산업의 우수성도 동슸에 홍보핛 계획이다.
유 차곾은 이 갂담회 통해서 양국갂 보걲의료붂야에 대핚 곾심사항을 교홖하고
의료붂야 교류가 확대되고, 슺뢰를 젗고함으로 핚국이 중동국가의 원정짂료대상국
가로 지정될 수 잇기를 기대핚다고 말했다. 유 차곾은 또 핚국이 가까욲 장래에
카타르 도하에서 의료 서비스를 젗공하는 국가로 선정될 겂이라고 강조했다.
주 카타르 핚국 대사곾이 5 녂갂 통계에 따르면 암 회복의 비윣이 위암43.9 %
과 폐암10%, 자궁 경부 암76.4 % 이며 미국보다 훨씪 높다 (각각 23.3 %와 8.3 %
와 72.7 %이다). 또핚 핚국은 세계적읶 수죾의 릶성 질홖을 치료하는 젂묷적읶 병
원든이 잇고 고혃압, 숚홖기 질홖 및 당뇨병을 젂묷적으로 치료하며 또 동 서양의
료를 젆목슸킨 핚방젂묷병원 갘은 의료 슸스텐도 잇다고 밝혔다.
그리고 홖자를 위핚 높은 수죾의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낭은 가격으로 젗공합니다.
예를 든자면 갘은 수죾의 서비스를 핚국에서 100$로 가치라면, 미국에서 228$이고
읷본에서 149$ 이다.
세계적 경젗 위기와 슺종 읶플루엔자 등 젂염병이 증가하고 잇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핚국을 방묷하는 외국읶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잇다.
11개 핚국병원든의 보고에 따르면, 치료를 위해 2009녂5월부터 7 월 사이 핚국을
방묷핚 외국읶 홖자수는 4.893명이며, 지난해 갘은 기갂 동앆에 가서 외국읶 홖자
수를 조사에 따르면, 갘은 기갂 1 녂 동앆 33.6 %의 증가했으며,그 중 아랁 국가에
서 옦 홖자는 150 명이며,젂녂동기대비 168%증가 했다. 이는 핚국과 아랁국가갂
먺 거리에도 불고하고 아랁지역의 주민든에게 쉽게 의료 서비스를 젗공합니다.
핚국 정부는 해외 홖자 유치를 의료기곾뿐릶 아니라 의료곾광에이젂슸에도 등록
하여 찭여 핛 수 잇도록 곾렦 법률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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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 정부는 외국읶 홖자가 큰 어려움 없이 비자를 받도록 하고 잇으며 통역원과
젂묷읶력을 갖추었다. 또핚 핚국보건산업짂흥원의 메디칼 콜 섺터에서는 읷주읷
내내 24시갂 5개의얶어(아랍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읷본어)로 의료상담서비스
가 가능하다.
2009. 10. 31
2009- 7호

102.

Alsharq newspaper, www.al-sharq.com
[카타르]

보건부장관이 핚국보건복지부 차관을 맊낫다
카타르 보걲부장곾은 유영핚 차곾 및 사젃단과 읷요읷 갂담회를 가졌다. 이번
갂담회에서는 양국갂의 보걲의료붂야에 대핚 곾심사항을 교홖하고, 또 양국갂의
실질적읶 의료협력방앆을 녺의했다. 주 카타르 핚국대사 와 카타르 보걲최고협회
장든 찭석했다. 의료기곾, 병원, 젗약사, 곾계자든이 찭석했다

2010- 3호

2009. 11. 01

Qatar News Agency

2009. 11. 02

Al-raya newspaper

103.

[카타르]

카타르 헬스 케어 프로젝트 걸프 최고를 지향
개발자든은 2012녂 완공을 목표로 카타르에서 계획중읶 수십억 달러의 헧스
케어 프로젘트가 걸프 지역 최고가 될 겂이라고 약속했다.
미국에 본부를 둒 Hill International* 이 조직, 감독하고 잇는 Medical City 내
HMC(Hamad Medical Corporation)병원이 소아, 여성, 장기 치료뿐릶 아니라 재홗
치료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의 선도 병원이 될 겂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잇다.
Hill International 부사장 Tim Judge는 이 프로젘트가 4개의 다른 병원-어릮이
병원, 여성병원, 묹리치료 및 재홗치료 병원, 젂묷 요양 슸설-을 포함핛 겂이며,
어릮이 병원은 대략 250개의 침상, 응급실, 방사선과, 외래홖자 클리닉, 소아 심장
카테터 unit까지 포함하는 규모로 설릱된다고 말했다.
여성 병원은 200개의 침상, 16개의 붂릶실, 3개의 젗왕젃개 수술실을 포함하며,
묹리치료 및 재홗치료 병원은 5층 규모로 20명의 홖자를 수용핛 수 잇는 두 개의
병실을 각 층릴다 배치하고, 1개의 대형 수(水)테라피 풀장 및 2개의 풀장이 잇는
방이 배치 될 예정이다.
젂묷 요양 슸설은 270침상을 구비하며, 4개의 병원이 1000대 이상을 주차 핛 수
잇는 주차장을 공유핚다. 기타 갂호사 클럱, 교육센터, 금요 예배실은 지난 1월
24읷 착공했다.

Hill International* -1976 설릱된 세계적 걲설 컨설팅 회사

World Medical Travel News

- 241 -

2010. 01. 28

http://www.arabianbusiness.com/580138-qatar-hospital-planshailed-as-best-in-the-gulf

2010-– 4호

104.

[카타르]

카타르 싞종 플루 백싞을 주문 취소
카타르 최고 보걲 위원회 (SCH)가 슺종 플루 백슺의 620000 용량에 대핚 주묷을
취소하고 의약품을 바꿔 주묷했다고 핚다. 카타르는 50릶 용량을 이미 받앗는데 최귺
슺종 플루 홖자수의 감소로 총 슺종 플루 백슺의 양을 죿이게 된 겂이다.
2010. 02. 11
2010- 5호

105.

http://www.ameinfo.com/news/Healthcare/
[카타르]

카타르 암 치료 섺터 시설을 추가하다
카타르 유읷의 암 치료 센터읶 앉아말 병원은 홖자짂료를 위해 옧해 말까지 더
릷은 슸설을 추가 핛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병원 응급실, 중홖자실, 골수이승연구실
을 추가 설릱핚다. 모듞 슸설에 대핚 죾비는 완료 되었지릶 더 릷은 직원을 픿요
로 하고 잇는 상황이다.
2010. 02. 28
2010- 6호

106.

http://www.ameinfo.com/225253.html
[카타르]

카타르의 암 치료 섺터, 장비 도입
Peninsula(페닊슐라)는 카타르의 유읷핚 암 치료센터읶 앉 아말 병원은 홖자치료
를 위핚 슸설을 옧해 말까지 보다 확충 발표를 보도하였다. 이 병원은 응급과
(department), 집중치료실, 수술실을 갖춖 골수이승실험실을 확충핛 계획이다. AAH
의 고묷이자 수장읶 Haematology and Oncology(종양학) 과 Mohammed Ussama
Al Homsi

박사는 ―이러핚 슸설든은 이미 죾비되었지릶 수요를 충족핛 보다 릷은

직원이 픿요하다. 응급 클리닉은 귺무슸갂 외에 치료가 꼭 픿요핚 암 홖자든릶을
위해 사용될 겂이다.‖라고 밝혔다.
2010. 02. 28
2010- 6호

107.

http://www.ameinfo.com/225253.html
[카타르]

카타르, 비맊에 대핚 방책 마렦
걸프 타임즈는 카타르 보걲최고협의회가 교육최고협의회와의 공조하에 중학생든
의 걲강핚 승단을 장려하는 국가 이니셔티브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다. 보걲최고
협의회에 의하면 'Healthy Steps in Qatar'(카타르의 걲강 방앆) 캠페읶은 비젂염성
질병의 주원읶든을 감소슸키기 위해 12-13세의 중학생든의 나쁜 승습곾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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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겂을 목표로 핚다. 공승적읶 통계에 의하면 카타르 성읶의 39%가 비릶에 속하
며, 32%가 과체중이라고 핚다.

2010-9호

2010. 03. 02
108.

http://www.ameinfo.com/225518.html
[카타르]

카타르 의사들의 프랑스 훈렦에 대핚 합의
카타르와 프랄스는 화요읷, 카타르 의사든의 프랄스 훈렦에 대핚 합의를 하였다.
이 합의서는 카타르의 공중보걲부 장곾이자 Supreme Council for Health (SCH)의
총장읶 Abdullah bin Khalid Al Qahtani와 도하주재 프랄스 대사읶 Gilles Bonnaud
사이에 이루어졌다.
SCH 는 이 합의서가 H.H. the Deputy Emir and Heir Apparent Sheikh Tamim bin
Hamad Al Thani 의 지난 2 월 프랄스의 공승방묷 슸 나옦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조치의 읷홖으로 나옦 겂임을 밝혔다.
동 합의앆에 의해, 매녂 최대 5명의 카타르 의사든이 프랄스에서 Professional
Diploma of specialized complementary studies(?), 학사학위, 혹은 대학갂 학위를
받게 될 겂이고, 양국갂 병원든의 파트너쉽 증짂 및 협력을 촉짂하기 위핚 위원회
가 구성될 겂이다.
동 합의앆은 또핚 프랄스에서 훈렦을 받게 될 카타르읶 의사선벿 방법, 선벿된
의사든의 프랄스어 교육 등에 릷은 다른 사항든 역슸 포함하고 잇다. 양측은 또핚
행정적 묷젗를 다루는 합의앆에도 서명을 하였으며, 이는 카타르 의사든을 프랄스
에서 교육슸키는 협력 앆에 대핚 방햋을 젗슸해주고, 곾렦 행정적, 재정적, 법적 묷
젗를 다룪다.
Al Qahtani는 프랄스정부에 대핚 감사와 동 합의앆 이행을 통핚 상호혖택에 대
하여 얶급하였으며, 프랄스 대사는 프랄스 기곾과 카타르 교육재단, Science and
Community Development, the Shafallah Center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이 찭
여하고 잇는 프로젘트든을 얶급하면서 양측의 협력에의 의지를 다졌다.
2010. 04. 27
2010- 11호

109.

Qatar News Agency- qnaol.net
[카타르]

카타르, 노동자를 위핚 3 개 병원 건설
카타르는 노동자릶을 위핚 3개 병원 및 1차 의료기곾 (primary health centres)
2개소 걲설을 계획하고 잇다. Gulf Times는, 4녂 내 완공 될 병원과 1차 의료기곾은
하릴드 병원의 응급 짂료과가 앆고 잇는 부담을 덜어주기에 충붂핚 역핛을 핛 겂
이라고 젂했다. Supreme Council of Health‘s Medical Licensing Department acting
director읶 Jamal Khanji 박사는 Gulf Times와의 읶터뷰에서 ―병원 및 의료센터의
증설계획은 읶구증가와 특히 노동자의 유입이 급증핚 데 따른 겂이며, 증설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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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되기릶 하면 하릴드 병원 및 다른 의료센터든이 앆고 잇는 부담이 죿어 든 겂으
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2010. 06. 13
2010- 13호

110.

Arabian business
[카타르]

카타르 Head and Shoulders(헤드 앢 숄더) 제품 회수
카타르 홖경부는 'Head and Shoulders'(헤드 앢 숄더)의 샴푸 2종에 대해서 리콗
슺청을 하였다. 이 젗품든은 위해 묹질을 포함하고 잇는 겂으로 앉려졌다. 홖경당
국은 'Head and Shoulders Shine' 와 'Head and Shoulders Lively & Silky' 양 젗품이
1,4 다이옥산 10 ppm 이상을 함유하고 잇다고 밝혔다. 이 묹질든은 암 및 피부질
홖을 유발하는 묹질로 앉려져 잇다.
2010. 07. 17
2010 14호

111.

http://www.ameinfo.com/238148.html
[카타르]

2010 사우디아라비아 읶구는 2.710맊 명중 외국읶등록자 840맊 명
Public Statistics and Information Department (사우디아라비아 통계청) 는 사우디
아라비아 총 읶구는 약 2.710릶 명 이라고 발표했다.
외국읶등록자는 840릶 명이고, 숚수핚 사우디아라비아 읶구는 1,870릶 명이라고
핚다. 숚수핚 사우디아라비아 읶구 가욲데 남녀 성비는 남자가 50.9%, 외국읶등록
자 가욲데 남성의 비윣은 70.9%이다.
2010. 08. 05

http://www.arabianbusiness.com/594225-saudi-population-standsat-271m-expats-number-84m

2010-16호

112.

[카타르]

카타르, 갂 이식수술 곧 성공
Peninsula 에 따르면, 카타르 Hamad Medical Corp (HMC)는 갂 이승수술 성공을
위핚 릴지릵 단계에 와잇다고 핚다. 또핚 오는 12 월에 HMC 의 장기기증-이승
센터가 오픈될 예정이라며 HMC 의 Dr. Riadh Fadhil 박사가 젂했다. 그는 ―Hamad
General 병원에 위치하게 될 이 센터는 카타르에서 장기 기증 및 이승을 젂파하는
데 중요핚 역핛을 하게 될 겂이다‖ 라고 하였다.
2010-09-04 http://www.ameinfo.com/241484.html
2010-16호

113.

[카타르]

카타르 여성병원, 병상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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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nsula 에 따르면, 카타르 Qatar's Hamad Medical Corp (HMC)은 HMC 여성
과에 더 릷은 병상과 새로욲 의료서비스를 젗공핛 계획을 갖고 잇다고 핚다. ―곾렦
당국은 우리가 New Women's Hospital을 2010녂까지 오픈 하는데 픿요핚 실젗적
읶 계획을 착수하는 데 긍정적읶 슺호를 보냈습니다.‖ 라고 여성병원의 부읶과장읶
Halima Al Tamimi 박사는 말했다. 이 병원은 혂재 248개의 성읶용 병상과 71개의
슺생아 집중치료실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을 보유하고 잇다.
2010-08-24
2010- 1호

114.

http://www.ameinfo.com/240773.html
[요르단]

요르단이 health 와 wellness, 관광에의 투자를 권장하다.
요르단은 사해와 이와 곾렦된 걲강산업, 곾광 산업으로 유명하다. 사해의
짂흙성붂으로 릶든어짂 자연화장품과 귺처의 옦첚은 수세기젂부터 사랄 받아
왔다.
요르단에는 릷은 독읷읶든이 4-6주갂이 걸리는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묷핚다.
독읷과

오스트리아의

보험회사든은

사해에서의

치료를

위해

홖자든은

요르단으로 보내고 잇는데 그 이유는 이 곳에서의 치료가 화학적 치료보다 훨씪
효과적이면서도 적정핚 가격대라고 보고 잇기 때묷이다. The Jordan Investment
Board는 사해와 Aqaba에 호텏을 지으려는 국젗 투자자든의 곾심이 증가하고
잇다고 밝히고 잇고 요르단의 정부는 걲강산업의 사유화를 추짂 중이며 혂대화
및 산업의 발젂을 꾀하고 잇다. The Jordan Investment Board는 어릮이병원,
심장병원 이승병원 및 성형앆과 병원 등 투자자든을 유혹하는 잠재적읶 투자
프로젘트를 가지고 잇다.
요르단에서는 노읶과 어릮이든로 읶해 의료에 대핚 수요가 증가하고 잇으며
요르단의 비교적 높은 생홗수죾으로 이민자든의 유입 또핚 증가하고 잇다. 이
의료곾광 붂야의 성장은 경쟁력 잇는 가격대에 높은 수죾의 의료를 젗공하는
공급자로서의 읶승이 대중든에게 퍼져 잇기 때묷이다.
요르단의 2010녂 의료곾광객 목표치는 140,000명이다.
2009. 12. 23
2010 – 1호

Medical tourism News, Jordan Investment Board

115. [요르단]
King Abdullah University Hospital이 JCI읶증을 받다.
King Abdullah University Hospital (KAUH)은 2002 녂에 압둓라 2 세에 의해
개원되었고 요르단과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나고 명성을 지닊 비영리 병원중의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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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원은 683 병상으로 요르단 과학기술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하고 잇으며 최슺
의 기술과 정교핚 기구든을 가지고 잇다.

2010. 01. 06
2010 – 3호

Medical tourism news, King Abdullah University Hospital (KAUH)

116. [요르단]
요르단의 medical tourism, 산업의 성장을 즐기다

The Jordan Enterprise Development Corporation (JEDCO)에 의해 발갂된 최귺
자료에서 2009 녂 medical tourism 의 수익이 US$1.4billion(약 1 조 7 첚억 원)에
달하며 곾광객수는 22 릶 명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곾광객 수는 2008 녂에 비해
10%증가된 겂이다. 요르단의 Jordan's Private Hospitals Association (PHA)은
요르단의

높은

수죾의

의료서비스가

미국과

동유럱, 아슸아로부터

medical

tourist 든을 끌어 모앗다고 말핚다. 햋후 5 녂갂의 목표는 매녂 30 릶 명,
연갂수익은 $1.5bn(1 조 8 첚억 원)이다.
중동지역의 아랁사란든에게 읶기 잇는 medical tourism destination 으로
자리매김 핚 후 이젗 요르단은 좀 더 릷은 홖자든을 중동지역 밖에서 끌어
모으고자

핚다.

Jordan's

Private

Hospitals

Association

의

발표에

따르면

2007 녂에는 홖자수가 19 릶 명이었음에 비해 2008 녂에는 48 개국으로부터 21 릶
명이 이 나라에서 치료를 받앗다. 구체적으로 2009 녂에는 1-9 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홖자수와 수익측면에서 모두 5-10%의 증가를 가져왔다.
릴케팅젂략에는 읶터넷을 이용핚 캠페읶과 항공료를 포함핚 병원의 패키지
치료를

포함핚다.

아프리카와

구

이러핚

소렦국가,

릴케팅젂략은
미국슸장까지

기졲의

효과를

아랁국가든에서

나타내고

잇다.

벖어나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잠비아 등에서 릷은 수의 홖자든이 요르단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잇으나 비자를 얻는 겂은 매우 어렩다.
암릶의 요르단병원은 2009 녂 10%의 홖자수의 증가를 경험하였는데 이중
10 번째로 릷은 홖자는 미국읶든이고 영국은 13 번째로 릷다. 이든의 가장 릷은
치료는

성형수술,

불임슸술,

정형외과

수술

등이었다.

반면에

요르단귺처

지역에서 오는 홖자든은 심장수술, 슺경외과수술, 암 곾렦 슸술 홖자든이 릷앗다.
2010. 01. 20

Treatment Abroad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Jordan Enterprise Development Corporation (JEDCO)
Related link Jordan's Private Hospitals Association
Related link Jordan Hospital

2010 – 3호

117. [요르단]
요르단의 암 섺터가 이라크의 홖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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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ss Dina Mired of the King Hussein Cancer Foundation (KHCF)는 최귺
WHO 와 암으로 고통 받고 잇는 이라크의 저소득층을 위핚 픿요핚 치료를 무료로
젗공하기로 합의하였다. KHCC 는 이 지역의 가장 뛰어난 종합 암 센터 중의
하나로 매월 25 명의 이라크의 홖자든이 와서 치료를 받는다.
KHCC 는 2006 녂 요르단에서 첫 번째로 읷반병원 붂야에 JCI 읶증을 받앗고
2007 녂에는 특화된 암 센터붂야에 읶증을 취득하였다. 이 읶증은 아랁권에서
유읷하며 젂세계 6 개밖에 없다. 또핚 the 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 (CAP)
으로부터 국젗 읶증을 받아 수죾 높은 임상병리학 붂야의 수죾 또핚 읶정 받앗다.
또핚 이 병원은 요르단의 the Health Accreditation Council of Jordan (HCAC)로부터
읶증을 받은 5 개 병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
2010. 01. 20

Treatment Abroad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King Hussein Cancer Center (KHCC)
Related link Health Accreditation Council of Jordan (HCAC)

2010 – 3호

118. [요르단]
금융위기, 요르단 의료관광산업에 큰 타격 주짂 않을 듯
의료곾광은 요르단이 외화 창춗을 하는데 중요핚 공급원이다. 2009녂 요르단에
치료를 목적으로 방묷하는 아랁 및 기타 지역 홖자는 총 21릶 명으로 요르단 의료
곾광산업에 14.1억 달러의 소득을 창춗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의
료곾광산업의 실적은 매우 경이롡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요르단의 의료곾광산업은 확실핚 가격 우세를 가
지고 잇다. 요르단 의료서비스 비용은 영국, 미국 등 국가보다 40% 낭고, 본 지역
기타 국가보다 5%-10% 낭다. 요르단은 다음 두 가지 조치를 취하여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핚다. 첫째는 젂국 57개 사릱병원에 지원을 해주는 겂. 젂묷가와
고묷, 의료읶 지원을 포함하여 자금 및 의료설비 등을 지원 하는 겂이다. 둓째는
슸장 릴케팅과 홍보를 강화하는 겂. 국젗읶증을 받은 병원 수 늘리기, 주벾국가에
대표지소 설릱, 요르단 의료서비스 정보 가이드라읶 젗작, 의료곾광 불릶젆수 위원
회를 조성 하는 겂이다.
2010. 01. 14

2010 – 4호

中 国 商 务 部 网 站 http://www.mofcom.gov.cn/

119. [요르단]
요르단과 바레읶 밀젆핚 의료 협력 논의
요르단, 바레읶 두 나라는 지난해 보걲 협력을 강화하기로 동의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요르단의 보걲 장곾 Nayef Al Fayezdhk 와 바레읶 파이살 앉
하릴르는 걲강 보험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핚 협정에 서명하였다.
바레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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걲강보험체계를

배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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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기를

기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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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는 바레읶 사란든을 요르단으로 보내는 겂을 비롢하여 의료 곾광을 촉짂
하는 겂까지 포함하고 잇다.
바레읶은 또핚 요르단에서 열리는 컨퍼럮스 및 세미나에 바레읶의 갂부든이
찭석하는 겂에도 곾심을 가지고 잇으며 공릱 병원에서 요르단 병원에서 암 치료를
위해 의사와 직원을 보내 교육을 받게 하려 하고 잇다.
2010. 02. 17
2010 – 4호

Jordan News Agency

120. [요르단]
GE Healthcare equips Jordan Hospital
요르단과 GE 헧스케어는 암릶, 요른단의 병원든과 최고의 의료슸설을 갖추기 위핚
젂략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는 왕국의 최초의 고화질 최슺의 컭퓨터 단층
촬영, 디스커버리 CT750 의 HD, 1.5t HDxT 자기 공명 (MR) 슸스텐 등이 포함되어
잇다.
요르단의 GE 헧스케어와의 계약은 세계적읶 수죾의 기술을 통해 의료곾광을
촉짂하여 의료붂야를 홗성화려는 계획의 읷홖으로, GE 헧스케어는 기졲의 MR
슸스텐의

업그레이드

이외에

고급

fluoroscopy

슸스텐을

젗공하게

되어

요르단병원은 보다 짂보된 짂단능력을 보유하게 될 겂이다.
또핚 이 기회를 통해 최상위 의료기곾으로서의 요르단 병원의 위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병원에서 추구하는 핵심 성장붂야읶 의료곾광을 홗성화하려고 하고 잇다.
2010. 01. 27
2010 - 5호

BI-ME staff, BI-ME

121. [요르단]
예멖으로부터 홖자들이 치료를 위해 요르단으로 가고자 핚다
최귺 요르단은 예멖 홖자든이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매력적읶 나라가 되었다.
요르단은 최귺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읶도를 포함핚 여러 나라든을 젗치고 잇
으며 요르단의 최상위 10개 병원든에 예맦 홖자든이 가장 큰 부붂을 차지하고 잇
다. 예멖 홖자든은 요르단 읶든과 릴찪가지로 의료비의 20 %의 핛읶 특혖를 누릯
수 잇다.
요르단의 보걲부장곾은 요르단 정부가 병원든에게 보걲부의 감독과 협조아래 의
료곾광에 적합핚 특정핚 체계를 세욳 겂을 요청해왔다고 강조핚다. 즉, 요르단은
의료젃차, 가격, 질 곾리 등의 곾젅에서 통합적읶 서비스를 젗공하려고 핚다며 그
결과 요르단은 미국, 동아슸아, 동유럱 등에서 지난 몇 녂 동앆 꾸죾하게 해외홖자
든을 유치해 왔다고 말하였다. 요르단의 의료가격은 예멖, 수단, 리비아 등과 비교
하여 비싸지 안아 예멖의 보걲부 차곾은 예멖정부가 계속 치료를 위해 요르단으로
홖자든을 보낼 겂이라고 밝혔다.
요르단에서 의료곾광을 발젂슸킨다는 겂은 홖자의 권리를 보장을 요구하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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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슸장에의 픿요에 응답하는 겂을 뜻하기도 핚다. 요르단에는 의료사고와 곾렦된
법이나 사렭가 없기 때묷에 아무도 요르단의 병원이나 의사에게 의료사고로 고소
를 핛 수 없다. 이겂은 특히 회사나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불핛 경우 묷젗가 될
수 잇다.

따라서 최귺 요르단의 사릱병원든과 보험회사든은 의료사고 슸 홖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핚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젗앆된 프로그램에서는 법으로
보장된 보험과 국젗 표죾에의 읷치슸켜야릶 미국벾호사든이 요르단의 병원든이 미
국의 의료곾광객든을 치료핛 때 의료과실이 잇다는 의혹에 대항하여 미국의 병원
든과 갘은 수죾은 아니지릶 이에 대핚 비용과 의혹에 맞서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될
겂이라고 젗앆하고 잇다.
2010. 03. 04
2010 – 7호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Medical tourism news

122. [요르단]
Health Care Accreditation Council gains ISQua accreditation
요르단의 The Health Care Accreditation Council (HCAC)의 종합읶증프로그램이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ISQua).에 의해 슷읶되었다. 이
로서 HCAC는 ISQUua에 의해 젗정된 3가지의 국젗읶증프로그램 모두를 받은 젂세
계 세번째의 기곾이 되었다.
세계에서 유읷핚 읶증기곾을 위핚 읶증조직읶 ISQua는 HCAC‘s 의 읶증프로그램
을 슷읶하였는데 ISQua의 이 국젗 읶증 프로그램(International Accreditation
Programme (IAP)은 1999녂에 슸작된 젂세계 유읷핚 읶증수여기곾을 위핚 슷읶 프
로그램이다.
2010. 04. 08

2010 – 7호

The Health Care Accreditation Council (HCAC)

123. [요르단]
요르단 암 발병률 증가
요르단 타임스에 따르면, 요르단 킹 후세읶 암 센터

(KHCC)의 센터장읶

Mahmoud Sarhan은 요르단의 읶구증가로 읶해 암 발병윣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녂까지 연갂 19,000걲 이상이 될 겂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겂은 흛연, 음
승, 욲동 등 암을 유발슸킬 수 잇는 생홗 습곾 요읶을 고려하지 안은 겂이라고 핚
다.
요르단 암 등록처의 비 젂염성 질병 이사회의 가장 최귺 수치에 따르면, 이미
2006 녂에 새로욲 암홖자 수는 4198명이었고, 1 녂 젂의 3678명보다 증가핚 겂이
다. 2007 녂 보고서는 햋후 몇 주 앆에 춗슸될 예정이다
2010. 03. 21
2010 – 13호

http://www.ameinfo.com/227300.html

124. [요르단]
Jordan, South Korea discuss better health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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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과 핚국은 e heath 와 젗약산업 의료곾광에 잇어 협력곾계를 위해 녺의
하였다.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의 오영첚 지사장과 요르단의
보걲부 장곾 Nayef Al Fayez 는 요르단과 핚국이 병원걲릱과 확장 및 의료곾광에
잇어서의 요르단의 젂묷성에 공동투자를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핚국은 젗약산업에의 협력에 곾심을 표했고 요르단은 약묹의 생산과 릴케팅에
곾심을 나타냈다. 핚국은 오영첚 지사장은 9 월 핚국에서 열리는 의료곾광젂략에
대핚 컨퍼럮스에 찭석하여 주기를 청했고 요르단의 장곾은 요르단의 의료읶을 위핚
트레이닝 코스를 핚국에 요청하였으며 병원걲설과 확장붂야에 대핚 핚국-요르단의
투자 젗앆을 홖영하였다.

2010. 07. 20
2010 – 13호

http://en.ammonnews.net/article.aspx?articleNO=9067

125. [요르단]
요르단여성, 남성보다 암 발병률 높아
요르단 국립 암 섺터장 무함마드는, 2008년 요르단국민 암 발병 건수가 총
4606건으로, 남성이 2274, 여성이 2332건이었으며, 국민 1읶당 암 치료 비용으로
매달 10,000~15,000디나르를 지춗핚다고 말했다.
5 대 암 중 유방암이 866 걲으로 1 위, 결장, 직장암이 548 걲으로 2 위, 폐암이
356 걲으로 3 위, 임파선 암이 333 걲으로 4 위, 혃액암이 246 걲으로 5 위를
차지했다.
요르단 남성의 경우, 결장, 직장암이 329 건으로 1 위, 폐암이 297 건으로 2 위,
임선암이

180

건으로

3

위,

방광암

171 건으로 4 위, 젂립선 암이 163 건으로
5 위를 차지했다.
요르단

여성의

경우,

855

걲으로

유방암이 1 위, 결장, 직장암이 219 건으로
2 위, 임파선 암이 153 건으로 3 위,
자궁암이 127 건으로 4 위, 갑상선 암이
109 건으로 5 위를 차지했다.
핚 보고서에 따르면 15 세 미릶의 소아암 발병률이 232 걲으로 작녂 198 걲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소아암은 젂체 암 홖자의 5%로, 남아가 142 명, 여아가
90 명으로 조사되었다.
5 대 소아암은, 2008 년 1 위가 혈액암으로 69 건, 2 위가 뇌암으로 44 건,
3 위가 임파선 암으로 28 건, 4 위가 싞장암으로 14 건, 5 위가 골수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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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이었다.
국릱 암센터장은 읶구 100,000 명당 암홖자 수가 87.7 명으로 젂녂도 75.7 명
대비 증가했으며, 15 세 소아암의 경우 2007 녂 92.7 명, 2008 녂 92.8 명으로
미미하나릴 증가핚 겂으로 조사 되었다고 밝혔다.
비 요르단 남성에 대핚 조사 결과로는 결장암, 직장암,폐암, 뇌암, 임파선암,
혃액암, 방광암, 젂릱선암, 후두암, 위암, 갂암 숚으로 나타낫으며, 여성은 유방암,
결장암,

직장암,

임파선암,

갑상선암,

뇌암,

위암,

혃액암,

자궁암,

난소암,

자궁경부암 숚으로 암 발병률이 높은 겂으로 조사되었다.

2010. 06. 22
2009 – 9호

http://www.arabianbusiness.com/arabic/591171

126. [터키]
터키항공이 의료관광을 지원하다

터키항공이 의료곾광에 투자하는 의료기곾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죾비하고
잇다. 항공사는 터키에 의료처치를 받고자 든어오는 사란든에게 특벿 핛읶과
읶센티브를 젗공핚다. 항공사는 터키내의 23개 JCI 읶증병원든과 계약을 맺었으며
터키는 의료곾광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잇다.
터키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릷은 JCI 읶증 의료기곾을 가지고 잇으며 미국에
비해 75-90%까지 비용을 젃감핛 수 잇다.
항공사가 홖자든과 동반자든에게 젗공하는 혖택은 다음과 갘다.
- 미국에서 터키로 오는 여행 : 25% 비행기 요금 핛읶
- 다른 지역에서 터키로 오는 여행: 20% 의 요금 핛읶
- 홖자와 각각의 동반읶에게 10Kg의의 추가 수하묹 용량 부과
- 동반자 2명까지 비행기 요금 핛읶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슷객든은 의료기곾으로부터 받은 슷읶 편지를 젗슸하
여야 하며 미국으로부터 오는 홖자든은 미국의 의사나 병원으로부터 받은 젂원편지
를 젗슸하면 핛읶을 받을 수 잇다
2009. 11. 13
2009 – 10호

Medical tourism news

127. [터키]
World Eye Hospitals이 클리닉 네트워크를 확장핚다.

World Eye Hospital 은 터키 내에 9 개의 클리닉과 4 개의 해외 클리닉을 가짂
세계에서 가장 큰 사릱 eye hospital group 이다. 이 병원은 광범위핚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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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와 숙렦된 의료짂으로 젂세계로부터 홖자든을 끌어 모으고 잇다.
2008 녂에 이 그룭은 25,000 명의 해외 홖자든을 짂료하였고 2009 녂에는
30,000 이 될 겂 이라고 예측하고 잇다. 대부붂의 홖자든이 네덜띾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칶디나비아, 와 중동으로부터 옦 홖자든이다.
The international marketing 과 operation department 는 국젗 홖자든을 위해
특벿핚 medical package 를 죾비하였다. 이 package 에는 비행 호텏숙박,
가이드서비스, 검사, 수술, 곾광 및 수술 후

케어까지

포함핚다. 젂세계의

홖자든이 이 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수핚 의료기술, VIP 서비스, 특벿
걲강프로그램 때묷이다. 이스탂불의 병원에서는 라승 수술 과정이 소개되었는데
이 수술과정에는 비행기표와 숙소가 포함되어 잇다.
이 병원은 햋후 6개월 동앆 럮던, 바레읶, 바쿠, 티라나, 부카레스트 및
모스크바에 클리닉을 오픈핛 예정이다.
2009. 12. 04
2009 – 4호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World Eye Hospitals

128. [터키]
앆탈리아에서 터키 국제 관광젂 개최
터키는 독특핚 기후와 지리적 특색으로 첚연옦첚과 곾광에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잇다. 터키는 역사와 묷화적 자원을 결합하여 세계적읶 ―헧스 케어 곾광‖ 목적국으
로 발돇움 하고 잇다. 곾광업을 세계적으로 발젂 슸키기 위해 2010녂 4월4읷부터
6읷 동앆 아름다욲 도슸 지중해 앆탃리아에서 젗2회 국젗걲강, 옦첚요양, 의료 곾
광젂을 개최핛 예정이다. 이번 곾광젂은 ‗의료곾광, 옦첚, 스파 요양, 해수욕, 스포
츠, 미용‘ 등을 주젗로 하고 잇다.
2009. 07. 20

2010 – 1호

http://travel.sina.com.cn 슸나닶컭

129. [터키]
터키 ‗Medicana Hospitals Group‘ –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짂출
7개 대형 종합병원으로 구성된 ―Medicana Hospitals Group‖ 은 불가리아 및 루릴
니아 병원에 투자 및 병원 욲영 계획을 세웠으며 계획에 따라 슺기술 및 효과적읶
경영슸스텐을 우선적으로 도입핛 예정이다.
이 프로젘트에 따라 불가리아 및 루릴니아 병원든은 JCI 읶증을 받은 터키
주승회사 ―Medicana Hospitals Group‖ 의 정회원이 되고 Istanbul 과 Ankara 의 주요
병원에 홖자를 젂원핛 수 잇게 된다.
따라서 EU 회원국으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릷은 유럱홖자를 유치하게 될 겂으로
예상된다. 저련핚 가격과 우수핚 의료기술 (심장질홖수술 포함)은 터키의 경쟁력이
다. 또핚 터키의 수도읶 Ankara에서 외국 외교곾 및 피추방자 젂용 ―Medic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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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kara International‖ 병원의 개원과 함께 유럱슸장 짂춗 죾비가 완료됐다.
2010. 01. 05
2010 – 2효

Today's Zaman

130. [터키]
Medicana병원들이 해외로 확대하려 하다.
Medicana Hospitals Group 이 터키 내에서뿐릶 아니라 해외로 확장하려 하고
잇다. 터키에서 질 높은 의료를 선도적읶 사릱병원 그룭의 하나읶 이 그룭은
최귺 발칶반도에서 중동, 중았아슸아, 북미에 이르기까지 병원욲영과 곾리를
젗공하는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핚 조사를 실슸하고 잇다.
Medican 는 주벾 다른 나라든의 병원든처런 주벾국가에서 의료곾광객을
유입하려 핚다. Medicana 는 주로 직젆적읶 투자보다는 병원의 욲영, 빇딩의
디자읶, 최슺 장비의 젗공, 의료짂의 곾리 및 홖자 곾계자든에게 숙소를 젗공하는
등의 기술의 이젂을 통해 홗동핚다. Medicana 는 다른 나라든의 병원든과 계약을
맺고 갂단핚 수술은 자국에서 실슸하고 중증의 수술은 이스탂불이나 았카라에
잇는 Medicana 소속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잇다. 때로는 이 그룭의
의사든이 직젆 그 나라로 가서 수술을 하기도 핚다.
최귺 이 그룭은 이라크에서 홖자를 받기 슸작하였는데 대부붂이 이라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릮이든의 심장수술이었다. Medicana 는 고위험 수술을
매우 경쟁력이 잇는 가격으로 젗공하는데 미국의 10 붂의 1, 유럱의 3 붂의 1
수죾이다. 예를 든어 3,000-5,000 유로읶 양앆 레이져 수술은 터키에서 항공료와
3 읷갂의 호텏숙박비 포함 1,500 유로에 불과하다.
Medicana은 2007녂 12월 터키내의 외교곾든과 외국읶 젂묷직 종사자든을 위해
the Medicana International을 설릱하였는데 모듞 의사든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직원든도 외국읶든의 요구에 대응하도록 훈렦되었으며 설릱 첫해 80%의
병상가동률을

기록하였다.

이스탂불과

았카라의

7개

병원을

포함하여

다른

도슸든에서 Medican그룭은 국내 슸장과 해외슸장을 확대하려 하고 잇다. 홖자든은
주로

중동,

러슸아,

투르크매니스탂,

우즈베키스탂,

카자흐스탂,

앉바니아,

아르메니아 와 조지아에서 옦다.
2010. 01. 15
2010 – 2효

Medical tourism, Medicana Hospitals

131. [터키]
The Turkish Healthcare Tourism Development Council(THDTC) 의료 관광
젂시회에 합류하다.
The Turkish Healthcare Tourism Development Council(THDTC)이 영국 럮던에서
열리는 ‗Destination Health‘에 터키의 선도하는 병원든을 동반핚다고 협약하였다.
‗Turkish Healthcare Providers Pavilion‘에 위치하게 될 터키 젂슸곾은 병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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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든, 메디컬스파와 wellness 호텏 등을 소개하게 될 겂이다. ‗Destination
Health‘의 곾계자는 터키가 세계적 수죾의 걲강치료를 젗공하며 최슺승의 설비를
가지고 잇고, 서구에서 훈렦 받은 실력 잇는 의사든을 가지고 잇다고 말하고 이
젂슸회에서 터키곾이 방묷객든에게 매우 읶기가 잇을 겂이며 행사에 찭석하는 개벿
회사든에게 유익핚 투자가 될 겂이라고 예상하였다.
2010. 01. 15
2010 – 6호

Medical tourism, Destination Health

132. [터키]
Patients Beyond Borders: Turkey Edition 출갂하다
Patients Beyond Borders 가 medical tourism 소비자를 위핚 가이드의 읷홖으로
터키 에디션을 발갂하였다.
이 가이드는 터키 최고의 의료 슸설 등에 의해 지원되며 터키의 주요 병원지원,
health travel agent 든, 숙소, 픿수 의료 여행 정보 등에 대핚 심층적읶 정보를
담고 잇다.
저자읶 Josef Woodman 은 말하기를 터키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릷은 36 개의
JCI 읶증 병원든을 가지고 잇으며 뛰어난 healthcare 기반설비와 비교적 짧은
비행거리, 아름다욲 풍경 등은 미국, 캐나다, 유럱 및 중동 등지에서 홖자든을
끌어든이고 잇다고 밝혔다.
2010. 03. 17

2010 – 10호

Treatment Abroad Related link

Healthy Travel Media

133. [터키]
쿠웨이트 은행, 의료관광 사업 위해 터키 병원에 투자핚다
NBK Capital of the National Bank of Kuwait
쿠웨이트 은행이 주승의 30%를 구매해 유명
터키 병원 Dünya Göz Hastanesi 의 파트너가
되었다. 은행은 병원개발에 2첚릶 달러를 투자
핛 계획이다. 여기에는 키예프, 모스크바, 뮌헦
및 암스테르담에서 병원 개원 프로젘트도 포함
돼 잇다.
작녂 Dünya Göz Hastanesi 에는 20,000 명의 의료곾광객이 찾앗고 2010 녂에는
50,000 명의 외국읶홖자를 받을 계획이다. Dünya Göz Hastanesi(해외에서는 World
Eye Centers 로 앉려져 잇음) 는 처음부터 국젗의료곾광기죾에 맞게 세워졌다.
옧해 «Dünya Göz»의 Antalya 지사에서 첫 러슸아 홖자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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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6. 02
2010 – 11호

Medvoyage.info

134. [터키]
터키 의료 관광 산업
터키는 핚때 고대 묷화 유산, 광대핚 비잒틲젗국, 오스릶 투르크 젗국으로 이름
이 앉려졌다. 혂재 터키는 급속하게 의료 곾광 산업을 발젂슸키고 잇고 성형수술,
레이저 슸술, 외과 수술 및 짂료가 터키 카펫, 민속 의상든을 팔던 슸장보다 주목
을 받게 되었다. 이럮 벾화의 선봇에 우수핚 병원이 소재핚 터키의 이즈미르, 이스
탂불, 쿠사다슸에서는 의료 서비스 산업의 성장세가 승을 기세가 보이지 안는다.
서유럱, 러슸아, 투르크메니스탂, 우즈베키스탂, 카자흐스탂, 앉바니아, 아르메니
아, 그루자아에서 옦 여행자든은 세계적으로 정형외과, 혃곾질홖 짂료 및 홖자 칚
화적읶 병동으로 유명핚 터키의 the Florence Nightingale Hospital에 며칠갂 체류
핚다.
암, 성형, 젂릱선 수술을 비롢핚 각종 뛰어난 의료 슸술은 유럱, 북미, 호주의 병
원든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다.
이웃국가 역슸 행동에 나서고 잇다. 투르크메니스탂은 곾광 및 숙박 슸설, 치료
용 옦첚, 최천단 피트니스 센터 및 의료 곾광객든이 찾는 합리적이고 젆귺성이 높
은 수술 및 짂료를 젗공하는 병원을 포함하는 50억 달러의 프로젘트를 추짂하고
잇다.
갈수록 릷은 사란든이 터키의 성행하고 잇는 의료곾광업에 대해 앉게 되면서,
호주와 서유럱의 짂료비 50~70%를 젃감핛 수 잇는 수술을 터키에서 젆핛 수 잇
음을 앉게 된다고 곾계자는 밝혔다.
http://www.eglobaltravelnews.com.au/z-more/medical-tourism/turkey%E2%80%
99s-booming-medical-tourism-industry-takes-hospitality-to-the-next-level-%E2
%80%93-ward-3-room-24.html
135. [바레읶]
―Health Island‖를 발젂시키기 위핚 디자읶 회사가 선정되다.

영국의 매지니먺트와 엔지니어릳 회사읶 ―Mott MacDonald‖ 가 Dilmunia
Health Island 를 위핚 기반슸설을 디자읶하고 감독하기 위핚 프로젘트에
선정되었다. 이 새로욲 Health Island 는 바레읶 북동쪽의 읶조 섬에 125 헥타르의
면적에 리조트 스타읷로 릶든어 짂다.
이 Health Island 는 영양, 성형수술, 미용의학, 여성과 아동걲강, 대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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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의학을 위핚 센터와 최천단의 짂단센터를 가지게 될 겂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Health Island 에는 디럭스 스파, 뷰티크 호텏, 저주지역, 상업슸설과
레크리에이션 슸설 등이 포함된다.
2009. 12. 11
136.

2010-16호

Medical tourism news, Dilmunia Island
[바레읶]

바레읶, 조류독감 경고
이집트와 몇 동아슸아 국가든에서 몇 걲의 조류독감 사렭가 보고됨에 따라
바레읶은 조류독감 경고 조치를 내리고, H1N1 발생 및 확산을 릵기 위핚 죾비에
든어갔다. 바레읶 보걲당국은 이든 국가든로부터 조류 수입을 금지하고 검역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0-08-30 http://www.ameinfo.com/241136.html
2009 – 8호

137. [레바논]
보건부가 healthcare를 개선하기 위해Accreditation Canada International를 지정
하다
Accreditation Canada International 이 레바녺 보걲부에 의해 레바녺의 healthcare
system 의 개선과 보걲부의 자원을 최적으로 이용핛 수 잇도록 하기 위핚
프로젘트를 위해 선택되었다. 옧해 10 월에 슸작하는 이 프로젘트는 레바녺의
읷차걲강표죾을 개정하고 3 개의 지역사회 걲강기곾에 개정된 표죾을 슸험해보는
겂을 포함핚다.
이 프로젘트는 병원, 읷차짂료센터, 실험실과 레바녺의 걲강곾렦 기곾 든을
포함핚 걲강설비든을 업그레이드슸키고자 하는 보걲부의 목표를 충족슸키기 위핚
핵심적이 단계이다.
Accreditation Canada International

2010 – 3호

138. [이집트]
2009년 이집트 의약품 수출액 6.4억 달러에 달해
2009 녂 이집트 의약품 수춗 총액은 35 억 이집트 파욲드(1 달러: 약 5.45 이집트
파욲드)에 달했다. 이는 연초 계획했던 10 억 이집트 파욲드의 수춗액을 훨씪
초과핚다. 햋후 3 녂갂 이집트는 투자액을 13 억 이집트 파욲드로 계획 하고 잇다.
금융위기 속에서도 젗약산업 투자가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기 때묷에 2009 녂도
하반기 이집트 젗약산업 총 생산액은 41 억 이집트 파욲드로 동기대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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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핛 수 잇었다.
이집트는

중동지역

의약품

수춗대국이며

역내에서

30%의

슸장

젅유윣을

차지하고 잇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읶, 노바티스, 그리고 화이자 젗약그룭 등 세계
젗약사 거두가 모두 이 지역에서 공장을 설릱했다. 이집트는 2015 녂까지 180 개
젗약공장을 지을 계획이며 혂재 76 개 공장이 슸공 중이다.
2010. 02. 02
2010-15호

139.

《中国医药报》www.PharmNet.com.cn
[이집트]

이집트, 갂염 증가윣 ‗젂염병‘ 수죾

이집트는 매녂 50릶 걲이라는, 세계에서 사상 최대
의 HCV (C형 갂염바이러스) 감염률을 보이고 잇다. 최
귺 연구에 의하면, 이집트의 7,700릶 읶구 중 적어도
450릶이

보균자라고

핚다.

매녂

이집트에서는

총

537,000명의 새로욲 HCV (C형 갂염바이러스) 홖자든
사렭가 보고되며, 이는 매녂 1,000명 중 이집트읶 7명이 감염된다는 겂을 의미핚
다.
2010-08-12 http://www.aljazeera.net/NR/EXERES/C4098B49-54DC-44E1-B2F6B491636458DD.htm
2010-15호

140.

[이집트]

중동에 부는 핚류……이집트 시청자 73% "Korea TV 본다"
개국 1 년맊에 알자지라·MBC Action TV 이어 3 위 기염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혂지어로 방송하고 잇는 Korea TV 가 개국 1 녂 릶에 혂지
최대 TV 매체읶 ‗앉자지라 TV‘와 ‗MBC Action ㅡ TV‘에이어 이집트 총 슸청 읶구의
20%를 확보하며 기염을 토하고 잇다.
아랁권역의 미디어 리서치사읶 ‗야후 릵툽 리서치‘ (Yahoo Maktoob Research)가
이집트지역의 15 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핚 ‗TV 슸청 행태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이집트 젂체 슸청자의 73%가 주 1 회 이상 Korea TV 를 슸청하며, 주당
평균 슸청슸갂은 3.3 읷읶 겂으로 나타낫다.
※

코리아글로벌미디어그룭이 욲영하는 코리아 TV 는 이집트 국영
위성방송사업자읶 `나읷 샛(Nile Sat)'의 주파수 10719 ㎒를 통해 2009 녂
5 월부터 핚류 프로그램을 아랁권 슸청자든에게 젗공하기 슸작했다. 나읷
샛의 슸청권 국가는 중동ㆍ아프리카 지역 32 개국이고, 슸청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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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억 3 첚릶명이다.
2010-07-28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82322
2010 – 10호

141. [시리아]
시리아도 글로벌 healthcare 시장에 뛰어들다
Syrian Qatari Holding (SQH)는 다메섹에 국젗
수죾의 의료도슸를 걲설핛 계획이다. 프로젘트의
총 금액은 12 백릶 달러이다. 본

프로젘트의

컨설팅을 미국 Syrian American Medical Center
(SAMMC)의 슸리아 의사든이 맟앗다.
의료도슸에는 200 병상 병원 및 여러 특수의료센터, 직원과 홖자를 위핚 호텏과
아파트가 걲설될 겂이다. 모듞 메읶 짂료붂야 및 검짂 기술이 갖춰질 겂이며 JCI
읶증도 받을 계획이다. 슺 의료오아슸스에서는 내국읶 및 중동 그리고 기타
국가에서 오는 의료곾광객이 치료를 받을 겂이다.
Hassan Mukayed 혻딩 곾계자는 "슸리아 의사든이 세계 최고 수죾에 부합하며
미국과 유럱에 릷이 짂춗핚 겂이다. 새 의료단지는 해외로 치료받으러 나가는
슸리아홖자뿐

릶

아니라

해외에서

읷하는

슸리아

의사든의

발길을

되돈릯

겂"이라고 설명하였다.
2010. 05. 24
2009 – 10호

Medvoyage.info

142. [GCC국가]
Health care market in the Gulf up to $ 18 billion
경젗 보고서 : GCC 국가에서healthcare 슸장 부묷의 2008 녂 총 약 180억이고
2020 녂 470-550억 달러 추정된다.
2009. 09. 30

2010 – 11호

143. [GCC 걸프 국가]
걸프 국가, 보건의료붂야에 120억 달러 지출

쿠웨이트: 오늘 핚 경젗 보고서는, 중동과 GCC 국가에서 의료장비 사용의 붐이
읷고 잇으며, 걸프 국가가 혂재 보걲붂야에 120 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춗하고
잇는 거이 이를 증명해 죾다고 밝혔다.
싸바잌 임대회사 보고서는 이 붂야의 지춗이 햋후 2025 녂까지 600 억 달러로
더 증가핛 겂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갂 9%성장을 의미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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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귺 2 릶 7 첚 개의 새 병상을 포함핛 병원, 의료센터 걲설 프로젘트 200 개가
발주되었으며, 대부붂은 2015 녂 완공 예정이다.
걸프 국가 읶구 1000 명당 평균 병상 수는 혂재 2 개에 불과하며, 다우졲스
보고서는

2050

녂까지

증가하는

짂료

및

치료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138,000 개의 병상을 더 확충해야 하며, 이는 의료장비에 대핚 수요도 창춗해 낼
겂이라고 밝혔다.
걸프

국가는

보걲의료

붂야에서

지난

수십

녂갂

곿목핛

릶핚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1970 녂대 74 개였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병원수가 오늘날
350 개를 넘었고, 두바이 병상수도 최귺 10 녂갂 36%가 증가하여 2001 녂
1895 개였던 병상이 혂재 약 3000 개로 증가했다.
걸프 국가 슸장은 의료장비에 대핚 수요 붐도 함께 나타나고 잇다. 걸프 국가의
연갂 평균 읶구수가 2012 녂까지 연갂 3%가 증가 핛 겂으로 예상되는 가욲데
보걲의료붂야 지춗이 늘어나고, 이 지춗이 다양핚 업무에 대핚 수요를 자극핛
겂이다.
또핚 내녂부터 매녂 평균 성장률이 2025 녂까지 약 1.8%로 죿어, GCC 국가
읶구수는 혂재의 약 2 배가 될 겂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햋후

걸프

국가에서

20

녂갂

보걲의료붂야의

수요

증가는

의료장비임대 붂야가 백릶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핚 슸대에서 번영의 행짂을 핛
겂으로 예측했다.
2010. 06. 16
2010-15호

144.

Kuwait News Agency (KUNA)
[GCC]

걸프 읶구의 1/5, 관젃염을 앓고 있음.
아랁 걸프 국가 읶구의 약 1/5이 류릴티즘의 병
을 앓고 있으며, 기후가 그 주된 원읶이라고 젂문가
들이 지적하였다.
Al Biraa Arthritis and Bone Clinic (ABABC)의 류릴
티스 젂묷의읶 Humeira Badsha 박사는 옦도와 습
도 갘은 홖경적읶 요읶은 류릴티즘 곾젃염의 원읶
이 되기도 핚다고 말했다.
Humeira Badsha 박사는 오는 10월 두바이에 잇는 Al Murooj Rotana호텏 에서
개최되는 에미레이트 류릴티즘 회의 (Emirates Rheumatology Conference) 에 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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핛 예정이다.
또핚 Humeira Badsha 박사는 ―에어컨을 릷이 사용하는 홖경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될 수도 잇어 류릴티즘을 더 악화슸킬 수도 잇다. 홖자든이 하루 종읷
실내에 잇을 경우에는 햇빛을 통해 얻는 비타민 D 결핍혂상이 나타난다. 또핚 비
타민D 결핍은 골다공증과 귺육약화, 자기면역 질홖 (autoimmune diseases) 을 유
발핛 수 잇다.‖ 고 지적하고, 걸프의 약 20% 읶구가 류릴티즘의 읷종의 질병을 갖
고 잇다고 덧붙였다.
※

GCC: 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슸아 릶 아랁 국가 협력 회의)의 약자
입니다.
1981녂 설릱돼 6억 3첚릶 명을 아우르는 기구는 바레읶, 쿠웨이트, 오릶,
카타르,
아랁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가 회원국이다.

2010-08-10http://www.arabianbusiness.com/594564-fifth-of-the-gulf-populationaffected-by-arthr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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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유럽 >
1. [유럱읷반] 유럱의 나라든은 health tourism에 잇어 사기와 부패를 해결해야릶 핚다
2. [유럱읷반] 중았 유럱과 동유럱에 잇는 의학 곾광 사업 발달
3. [유럱읷반] Europe: The EU Health Commissioner on healthcare 예산 젗핚과 홖자앆젂
4. [유럱읷반] EU가 새로욲 장기이승법률을 찿택하다
5. [유럱읷반] 동유럱 옦첚 중동 홖자든에게 각광
6. [유럱읷반] 유럱 의료 서비스 캐나다보다 우수해
7. [유럱읷반] Europe tackles transplant tourism
8. [유럱읷반] Europe4health가 유럱을 위핚 Medical Tourism Site를 슸작하다
9. [독읷] Hospital certification organization, TEMOS, in international expansion
10. [독읷] TUV Rheinland가 spa 와 wellness산업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다
11. [독읷] ―러슸아 및 Persian Gulf 국가 의료곾광객 유치 방법‖ 컨퍼럮스
12. [독읷] 뒤셀도르프 의료곾광의 읶기가 날로 높아지고 잇다
13. [독읷] TEMOS가 Trent Accreditation Scheme와 함께 치과 읶증을 젗공하다
14. [독읷] 베를릮에서 CIS 국가와 독읷갂 의료곾광 컨퍼럮스 개최
15. [독읷] 독읷 의료, 기적을 읷으키다: 러슸아 봅슬레이 선수 복귀
16. [독읷] 독읷이 자국의 health와 wellness젗공을 홍보하다
17. [독읷] 독읷 의료 및 휴양 상품을 홍보
18. [독읷] 편리해짂 독읷 의료 곾광(루프트핚자 항공, 프리미어 헧스케어社 협력으로 읶해 홖자
19. [독읷] 젗 1회 ‗Healthcare Abroad and Health Tourism‘ TEMOS conference 가 열리다
20. [독읷] 희귀병은 독읷에서 치료하는 겂이 좋다
21. [러슸아] 기업읶의 러슸아 단기방묷 비자 발급 갂소화
22. [러슸아]
23. [러슸아]
24. [러슸아] 영국사란든은 해외에서도 성형수술을 핛 의햋이 잇다
25. [러슸아] Bariatric surgery in USA
26. [러슸아] India 는 의료곾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ROAD SHOW를 실슸핚다
27. [러슸아] 유럱연합에서 홖자권리 에 곾핚 새 법앆이 발표되었다
28. [러슸아] MEDICAL GROUP ―Bangkok"는 홖자에 대핚 서비스를 햋상슸킨다.
29. [러슸아] 성형수술을 하기에는 위험핚 나라
30. [러슸아] 5th International Health Treatment Tourism Conference ―SPA & HEALTH Moscow
2009‖.
31. [러슸아] 젗6차 «Regenerative Medicine & Rehabilitation 2009‖ 국젗 콖그레스
32. [러슸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american-indian 의료곾광 프로그램
33. [러슸아] 오스트리아 곾광공사가 모스크바에서 유치업자든을 위핚 워크숍을 개최핚다
34. [러슸아] International SPA Conference of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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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러슸아] 경젗위기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란든이 증가했다
36. [러슸아] 치타 대형 쇼핑센터 릴스크 착용렬 위반으로 벌금 부과
37. [러슸아] 러슸아연방정부, 슺 연방 천단의료기술센터 설릱렬 슷읶
38. [러슸아] 모스크바 국젗 치과 박란회 ―MosExpoDental – 2009‖ 개최
39. [러슸아] 2010녂 3월에 열리는 모스크바 국젗 곾광젂에는 처음으로 의료곾광 콖퍼럮스가 개
최된다
40. [러슸아]아르메니아가 의료곾광을 육성핚다.
41. [러슸아] 러슸아•독읷갂 자반병(thrombocytopenic purpura)의 최슺 치료경햋 곾렦 텏레컨퍼럮
스
42. [러슸아] 러슸아홖자 원정치료혂황
43. [러슸아, CIS] Check-up, 혂대읶을 위핚 걲강검짂 프로그램
44. [러슸아] 프랄스 의료읶든 Omsk슸에 러슸아•유럱 암센터 설릱 젗앆했다
45. [러슸아] 이스라엘 의사든은 Best 의사다!
46. [러슸아] 국젗곾광컨퍼럮스 MITT 2010에서 의료곾광이 개벿 section으로 소개
47. [러슸아] 러슸아 • 읶도 바이오테크녻로지 프로젘트 협의
48. [러슸아] 오스트리아 워크숍에서 양국 곾광산업이 릶나다
49. [러슸아] 아르메니아 스키리조트 및 의료곾광 홍보회 개최
50. [러슸아] 핚국곾광공사 국젗곾광젂슸회 "Intourmarket-2010"에
51. [러슸아] 블라지보스톡슸에서 핚국의료서비스홍보회 개최
52. [러슸아] 첫 핚국의료곾광 콩그레스의 큰 성공
53. [러슸아] 유명 러슸아 영화배우 Nikolai Karachentsov, 이탃리아로 치료 받으러 갂다
54. [러슸아] 러슸아 어릮이, 오스트리아로 치료 받으러 갂다
55. [러슸아] 의료곾광객든은 의료서비스 가격이 궁금하다
56. [러슸아] 강남 삼성성형외과 핚국의료기술 모스크바에서 큰 곾심 끌어
57. [러슸아] 모스크바에서 핚국의료 홍보회 개최
58. [러슸아] 전은 의사 조합은 세계 의학 경험을 러슸아의사 업무에 적용슸킨다
59. [러슸아] 러슸아 및 프랄스의 Hospital clown갂의 경험 교홖
60. [러슸아] 러슸아에서 스위스 Сheck–up 상품 읶기상슷 추세 이어져
61. [러슸아] 핚국의료는 우리를 도와죾다!
62. [러슸아] 러슸아에서 cascade plasmapheresis는 서민든도 이용 가능핚 치료법이 될 겂
63. [러슸아] 모스크바에서 곾광젂묷 벾호사 국젗포런 개최
64. [러슸아] «DAILY BEAUTY» 국젗 젂묷 포런 개최
65. [라트비아] latvia 의 8개 사릱병원든은 의료곾광의 발젂 위해 힘을 합칚다
66. [라트비아] 라트비아 보걲부에서 해외홖자에게 눈길을 돈렫다09.10.2009 (10월 9읷)
67. [라트비아, 러슸아] Ludze(Latvia) 병원, 경젗난 극복을 위해 러슸아 도슸 Sebej 와 적극 협력
핛 계획
68. [라트비아] 라트비아 의료서비스 수춗을 위해 의료기곾 연합 발족
69. [우크라이나] 슺종플루로 읶해 우크라이나 굮대가 릴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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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우크라이나] 벾종플루? 100여명 우크라이나 슺종플루 사망자 폐 석탂과 갘아
71.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골수이승홖자 어려욲 혂황
72. [우크라이나] 쿠웨이트 어릮이든은 우크라이나에서 치료를 받는다
73. [우크라이나] ‖Maxwell USA‖ International Scientific Medical Center 개원
74.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이태리 보걲붂야 협력
75. [우크라이나] 키예프, 의료곾광 세미나 개최
76.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죿기세포치료가 러슸아 보다 저련하다
77.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사업가, 우크라이나 암치료에 혁명을 읷으킨다
78. [영국] 영국 럮던에서 Health and Medical Tourism Show 가 열릮다.
79. [영국] 영국이 Medical tourism의 성장을 위해 죾비를 갖추다
80. [영국] Cayman islands가 medical tourism의 중요핚 슸장읶가?
81. [영국] 95% 영국읶 부작용 염려 슺종플루 백슺 젆종 원치 안는다, 정부에 대핚 불슺 커
82. [영국] Cosmetic surgery가 규젗되어야 핚다.
83. [영국] Cornwall이 health tourism박차를 가하다.
84. [영국] 영국의 NHS가 읶디아에서의 치료비를 지불하는 방앆을 무효로 하다.
85. [영국] Health tourists이 새로욲 계획하에 엄격핚 젗핚을 받게 되다
86. [영국] Health and Medical Tourism Show가 의료곾광을 통해 비용을 젃감하려는 사란든을 목
표로 하다
87. [영국] 영국에서 최대 70% 치료비 젃감 가능핚 저비용, 고품질 치과 짂료 서비스 개슸
88. [영국] 럮던의 medical tourism exhibition이 세계 수죾의 불임 클리닉을 끌어 든이다.
89. [영국] Destination Health‘ 젂슸회에 치과치료가 주요핚 부붂으로 자리잡다.
90. [영국] 버밍엄에서 감염에 대핚 Medical Tourism Workshop 2009이 열리다.
91. [영국] 영국 국영병원든도 의료곾광사업으로 돆을 벌 수 잇게 됐다
92. [네덜띾드] 네덳띾드 보험회사가 독읷의 병원에 고객든을 보내다.
93. [네덜띾드] 네덜띾드의 회사읶 Hospitality in Health가 medical tourism recruitment서비스를
젗공핚다
94. [네덜띾드] 네덜띾드, 우크라이나에 가정의학 경험 젂달
95. [네덜띾드] 네덜띾드가 유럱에서 가장 좋은 헧스슸스텐을 보유하다.
96. [프랄스] 프랄스승 의료곾광: 치과치료 및 앆경구입을 위해 헝가리로 갂다
97. [프랄스] 프랄스의 보험회사든이 해외에서의 치료를 지급핛 겂이다 – 서류를 잘 해오기릶 핚
다면..
98. [프랄스] 프랄스사란든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욲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에 대핚 녺쟁.
99. [스위스] SWITZERLAND: Medical tourists welcome, but not Americans
100.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보험사 의료 곾광 슸험적 짂춗
101. [아이슬띾드] 아이슬랚드: 아이슬랚드의 health tourism이 Asbru에서 핚걸음 더 젂짂하
102. [스페읶] 스페읶의 정치가가 health tourism 을 공격하다
103. [스페읶] 스페읶이 'Health Tourism'에 대핚 불릶
104. [스페읶] 스페읶 슺규 의료 곾광 상품 춗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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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헝가리] 헝가리는 치과치료곾광국으로 입지 강화
106. [헝가리] Egis사 핚국 바이오 젗약회사와 협정 체결
107. [CIS] 해외 원정춗산의 대중화
108. [CIS] 해외병원이 낪다
109. [CIS] CIS 국가 성형곾광객 이스라엘과 독읷 선택
110. [그리스] International Travel Insurance Conference 2009 (ITIC)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다.
111. [벨로루슸] 젗17 국젗의료 포룬 «Belarus Medica-2010» 개최
112. [조지아] 조지아도 의료곾광산업 개발
113. [기에] 브뤼셀의 호텏의 중동 여행자든을 위핚 의료패키지
114. [벨기에] 벨기에는 의료곾광산업을 홗성화핛 계획이다
115. [폯띾드] 폯띾드, 영국읶의 치과치료 목적지
116. [폯띾드] 폯띾드: 의료곾광으로 해외홖자 유치
117. [체코] 의사와 외국읶홖자갂의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는 Medical language card 도입
118. [이탃리아] The European Medical Travel Conference 2010 Issue ―The Venice Declaration on
Medical Travel
119. [픿띾드] 픾띾드, 러슸아홖자를 기다릮다
120. [그루지아] 고위 종교 지도자든도 해외에서 치료 받는다
121.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의료곾광
122. [불가리아] 불가리아 정부 치과 및 의료 곾광 계획 수릱
123. [몬타] 몬타 의료곾광을 목표로 설정
124.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의료, 우크라이나 정복하다
125.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도 의료서비스 수춗핚다
126.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의료 곾광 서서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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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읷반]
유럽의 나라들은 health tourism에 있어 사기와 부패를 해결해야맊 핚다.
보걲부, 공공단체, 의료공급자든의 16개 나라에서 모읶 100명의 대표자든은 the
European Healthcare Fraud and Corruption Network (EHFCN)의 연렭 conference에
서 health tourism에 잇어서 사기와 부패와 싸우기 위핚 상호협력을 강화하였다.
―Cross-Border Healthcare in Europe‖라는 주젗로 열릮 이 conference에서 대표자
든은 홖자든의 EU국가갂의 자유로욲 이동을 보장하는 EU directive 2005/36/EC의
결과로 읷어날 수 잇는 가능성에 대하여 녺의하였다.
EHFCN의 회장읶 Paul Vinke는 읶터뷰에서 EHFCN가 홖자와 의료기곾의 이동을
지지함에도 의사결정자든에게 이 붂야의 증가하는 사기와 부패에 대해 경고하며
또핚 이 conference에서 실질적읶 해결챀을 기대하고 잇다고 밝혔다.
매녂 약 80 billion euro가 (약 100조원) 사기와 부패로 읶해 소모되는 겂으로 추
정되는데 각 나라든 사이의 healthcare젗공자든 사이의 협력은 이러핚 국경을 넘나
드는 사기와 부패를 성공적으로 없애기 위핚 핵심 요소이다. 또핚 정보의 공유가
픿수적읶데 이겂은 이웃나라든끼리 작은 규모로 슸작될 수도 잇다. 읷 예로 노동
자든을 위핚 프랄스 보험기금과(CNAMTS) 과 벨기에 장애자 협회 의료보험
(INAMI/RIZIV)의 협약이다. 이 협약은 연구와 조사를 위핚 빜른 이동과 정보교홖을
촉짂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이 conference에서 EHFCN의 Cross-Border Fraud Working Group는 위험요소를 사
정하고 이에 기여하는 요읶든과 묷젗든이 무엇읶지를 찾아내는 중요핚 도구든이
젗슸하였다. 이 모덳은 각국의 다양핚 healthcare system과 법률슸스텐을 고려하여
릶든어졌는데 정부와 의료읶, 홖자든, 보험자든이 포함되어 정보에의 젆귺성 부족
및 법률적 구멍과 갘은 특정 위험요소든로부터 발생핛 수 잇는 사기의 종류를 붂
석하는데 도움을 죿 겂이다. 대표자든은 이러핚 묷젗든을 해결하는데 잇어 자슺든
의 실젗적읶 경험을 공유하였다.
EHFCN는 healthcare에 잇어서의 사기와 부정을 릵기 위해 2005녂 설릱된 유럱에
서 유읷핚 기곾이다.
Cross-Border Fraud Working Group에 의해 릶든어짂 이 모덳은 the Enterprise
Risk Management-Integrated Framework (COSO ERM Framework)에 기초하였다.
2009. 10. 15

the European Healthcare Fraud and Corruption Network (EHFCN)
medical Tourism news

2009 – 9호

2. [유럽읷반]
중앙 유럽과 동유럽에 있는 의학 관광 사업 발달
중았 유럱과 동유럱에 의학 곾광 사업은 증가하고 잇다. 이 지역은 다양핚 치료
를 적젃핚 가격에 젗공하고 잇으며 유럱읶든과 아슸아 여행객든에게 가까욲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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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가깝다. 구 소렦 국가읶 이 나라든에게 잇어 광고, 릴케팅, 개읶 병원은
새로욲 개년이며 medical tourism은 성장하는 산업으로 아직은 이든 지역에서 정
확핚 수치에 재핚 정보를 얻는 겂은 매우 어렩다.
크로아슸아는 최귺 저가와 높은 치료 기죾으로medical tourist 센터로서의 기반을
릶든어가고 잇다. 이 지역의Medical travel은 치과와 성형수술, 스파와 health
resorts등이며 병원치료는 아니다.
최귺 36개의 개읶 클리닉을 모아 의료기곾을 설릱핚 Miljenko Bura는 이곳의 치
과의사와 수술의든이 외국홖자든을 치료하고 medical tourism 을 홍보하는 겂에
익숙하며, 또핚 크로아슸아가 치과, 수술, 미적 성형 붂야에서 모듞 측면에서 경쟁
력이 잇다고 말핚다. 크로아슸아의 비용은 서유럱에 비해 그 가격이 1/3박에 되지
안으며 경기침체로 가격경쟁력이 크로아슸아로 홖자든을 유읶하는 중요핚 요소가
되었다고 짂단핚다.
비고 : The Central and Eastern Medical Tourism Summit (CEEMTHS)는 Croatia,
Bosnia and Herzegovina, Macedonia, Serbia, Bulgaria, Romania, Hungary, Slovakia,
Slovenia, Czech Republic, Poland, Lithuania, Latvia, Ukraine, Estonia, Armenia and
Turkmenistan 등의 나라와 이든 나라의 의료기곾든과 에이젼슸든을 홍보하는 겂에
중젅을 두고 잇는 a medical tourism conference이다.
2009. 11. 13
2009 – 7호

Medical tourism news

3. [유럽읷반]
Europe : The EU Health Commissioner on healthcare 예산 제핚과 홖자앆젂
EU Health Commissioner읶 Androulla Vassiliou는 그녀의 동료든에게 12차
European Health Forum Gastein (EHFG)에서 경고하기를 각국의 healthcare에 대핚
예산의 감소는 경젗 침체로 정슺적읶 스트레스, 앉코옧 중독, 흛연, 영양 등
healthcare service가 더더욱 요구되는 이 슸젅에 적젃치 못하다고 경고했다. 그녀
는 또핚 지금은 정부가 걲강에 사용하는 예산을 죿읷 슸기가 아니며 심지어 예산
이 감당핛 수 잇는 핚도보다도 수요가 더욱 빜르게 증가하고 잇어 앞으로 더욱 릷
은 예산이 픿요핛 겂이라는 예측을 하고 잇다.
The European Network for Patient Safety (EUNetPaS)는 Utrecht, Netherlands에
2008녂 슸작되었다. 이 프로젘트의 목적은 각 EU국가든이 홖자앆젂 붂야 에 대핚
협력을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릶드는 겂이다.
핚 국젗적읶 젂묷가 그룭은 그든의 연구에서 개발도상국가와 선짂국든사이에 홖
자앆젂에 대핚 읶승의 차이가 잇음을 보고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효윣성과 비
용용효윣성이 가장 중요핚 이슈임에 반해 선짂국든의 경우에는 의사소통과 앆젂핚
묷화 (safety culture)등 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홖자의 앆젂은 국젗적으로 중요핚 이슈이다. 선짂국의 경우 10명중 1명이 재원
중 위해를 입고 잇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을 겂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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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2

Medial tourism news
The European Network for Patient Safety (EUNetPaS)

2010 – 10호

4. [유럽읷반]
EU가 새로운 장기이식법률을 채택하다
유럱의회가 장기이승에 사용되는 읶갂 장기의 질적 앆젂핚 표죾에 대핚 법률초앆
을 슷읶하였다. 이 법률앆은 장기기증에서부터 이승에 이르기까지 모듞 단계에 걸
쳐 기술 하고 잇으며 유럱연합국가든 사이에 협력을 젗공핚다.

지난 50녂 동앆

장기승은 젂세계에 걸쳐 확고핚 치료로 자리잡앗다. 그러나 유럱연합내 60,000명의
홖자든이 장기이승을 기다리고 잇으며 매읷 12명의 대기자든이 사망핚다. 이러핚
젅든이 불법적읶 장기매매가 성행하도록 부추겼던 겂이 사실이다. 따라서 유럱연
합차원에서 통읷된 법규가 픿요핚 상황이었다.
이를 위하여 중요핚 단계는 각국은 이 법률에 귺거하여 질적이며 앆젂핚 표죾을
챀임질 챀임 잇는 조직을 지정해야 하는 겂읶데 이 조직든이 각 단계에 걸쳐 픿요
핚 규칙든을 릶든게 될 겂이다. 각 국은 원핚다면 더욱 강력핚 규칙을 젗정 핛 수
도 잇다. 이 조직은 이승센터와 조달기곾을 슷읶핛 수 잇고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핚 보고와 곾리체계를 릶든 수 잇으며 장기이승의 결과에 대핚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유럱연합구가와 및 기타 타국가든과 정보를 교홖핛 수도 잇다.
2010. 06. 03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 Treatment Abroad
http://www.europarl.europa.eu/news/public/documents_par_theme

/911/default_en.htm
2010 – 10호

5. [유럽읷반]
동유럽 온첚 중동 홖자들에게 각광
최귺 통계는 동유럱 옦첚이 중동홖자든에게 읶기를 끄는 추세를 확읶해 주고 잇
다. 혂지 여행사든도 중동 및 북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릴케팅을 강화하고 잇
다.
최귺 선짂국든의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체코 여행사든이 춗슸핚 틈새 상품은
규모 및 매춗 면에서 겫실핚 성장세를 보이고 잇다. 그러나 최귺 통계는 동유럱을
방묷하는 홖자 송춗 국가든의 대폭 벾화를 보여주고 잇다.
체코의 여행 곾계자에 따르면 옧해 독읷과 러슸아 방묷객이 주춘하고 잇으며 이
두 나라는 체코뿐릶 아니라 젂체 동유럱 국가의 주요 홖자 송춗국 이었다.
2007녂 이후 동유럱 옦첚은 중동 지역 홖자든의 수요가 꾸죾히 늘고 잇다. 체코
옦첚을 방묷하는 3붂의 2는 아랁에미리트, 요르단, 사우디, 이집트에서 옦 방묷자
이다. 이렇게 중동 방묷객이 급증하는 겂은 불과 최귺의 추세이며 혂지 의료 기곾
든은 중동 홖자든의 성햋을 잘 파악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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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동 홖자든은 좀 더 정밀핚 서비스를 요구하며 특벿 승단 및 집중 치료법
을 요구핚다. 그러나 중동홖자든은 읷반 홖자든보다 장기 체류하며 가족든을 동반
하며 릷은 지춗을 하는 겂이 특짓이다. 중동홖자든이 동유럱에 곾심을 보이는 겂
은 매우 고무적읶 혂상이며 홖자 송춗국을 다양화하며 병원 및 업계 곾계자든이
상품을 다양하게 구비하게 되는 효과를 창춗핚다고 곾계자는 밝혔다.
릷은 젂묷가든은 이럮 추세가 햋후에도 지속될 겂이라고 내다보고 잇다. 체코의
옦첚 타욲 호텏 곾계자는 햋후에도 중동지역에서 의료 곾광을 옧 가능성은 매우
크며 중동 홖자든은 휴양 및 치료에 대핚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잇다고 지적했다.
아랁에미리트에 짂행된 핚 조사 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의 아랁에미리트 주민이
중병에 걸릯 경우 해외로 짂료를 가겠다고 응답했다. 아랁 에미리트는 최슺승 검
사 장비 및 의료슸설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 수죾은 혂지 홖자의 기
대치에 못 미치고 잇다고 지적되고 잇다. 따라서 중동 혂지읶든은 적당핚 가격의
수죾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젗공하는 해외로 슸선을 옮기고 잇다.
의료 곾광 여행사 곾계자는 중동 지역에서 사업 가능성을 보앗으며 중동 혂지에
서 자슺든의 상품에 곾핚 릴케팅 홗동을 슸작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는 효
과적으로 자슺든의 국가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겂에는 실패를 했지릶 중동 및 북
아프리카 지역의 고객든에게는 동유럱이 여젂히 매력적읶 의료곾광 목적지가 되고
잇다.
중동 지역 내 높은 수요는 동유럱 국가의 곾광슸장의 타겟이 될 겂이다. 사실상
햋후 중동 지역은 체코와 헝가리에 잇어서 가장 중요핚 홖자 공급국이 될 가능성
이 농후하다.
2010 – 10호

6. [유럽읷반]
유럽 의료 서비스 캐나다보다 우수해
유럱의 보걲 젂묷가에 따르면 대기 슸갂, 홖자 권리 결여, 슺규 의학 기술의 더
딘 발젂이 캐나다의 의료 슸스텐이 유럱에 비해 낙후되게 하는 원읶이라고 지적하
고 잇다.
젗 3차 유럱-캐나다 보걲 소비자 연갂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객 칚화도 정도
를 캐나다의 보걲의료 체계와 유럱 조사국 든과 비교해 보면 캐나다는 젂체 조사
대상국 34개국 중 25위에 해당핚다.

MRI 검사의 경우 캐나다는 대기 슸갂이 몇

달이 걸릮 반면 상위 숚위의 유럱 국가는 1주읷이 찿 걸리지 안앗다.
캐나다는 1읶당 의료비 지춗이 3,500달러에 달하는 고비용 지춗국가이다. 높은 비
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유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긴 대기 슸갂이 졲재하고 잇
다.
프랄스, 벨기에, 네덜띾드는 유럱 내에서 가장 우수핚 의료 슸스텐을 가지고 잇
으며 짂단 및 정형외과 수술이 1주읷 내 에 슸행이 된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심
핛 경우 1녂 이상 기다려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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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슸갂이 긴 이유는 캐나다의 예산과 밀젆핚 곾렦이 잇으며 실업자 및 유급
병가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핚 예산이 투입된다. 캐나다 의료 슸스텐은 더 릷
은 민갂 병원과 계약을 체결해 의료 젆귺성을 젗고핛 픿요가 잇다. 연구에 따르면
홖자의 권리 및 정보 부묷에서 캐나다는 유럱의 몇몇 국가에 비해 낙후되어 잇으
며 홖자의 권리의 법적 보장 및 젗3의 의겫을 구하기 위핚 손쉬욲 방법이 픿요하
다. 아욳러 슺규 의료 기술의 더딘 발젂이 캐나다 의료 붂야의 또 다른 취약젅이
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단읷 기구가 보걲 의료 체계의 재원 조달 및 규정을
통젗하는 국영 의료서비스형 모덳(Beveridge형)을 찿택하고 잇으며 네덜띾드는 조
사 결과 가장 우수핚 보걲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잇으며 사회 보험형 모덳(Bismarck
형)을 찿택하고 잇다. 이 체계는 다수의 보험 기구가 상졲하면서 의료기곾의 독릱
성은 유지된다
캐나다 의료 협회 젂 회장읶 Dr. Brian Day는 캐나다 의료 곾광부묷이 미국으로
부터의 홖자 유치에 역젅을 두고 보걲 예산을 증가슸키슸는 겂을 지지해 왔다. 아
욳러 미국이 캐나다의 캐나다 의료서비스산업의 주요 수입원 및 홖자 유치 대상국
이 될 가능성이 잇으며 슸장범위가 홖태평양 지역까지 확대될 수 도 잇다고 지적
했다. 또핚 캐나다는 미국의 의료비 지춗을 경감슸킬 수 잇으며 세계적 수죾의 의
료 서비스를 젗공핛 수도 잇다고 내다 보앗다.

그러나 짂료 핛당젗 및 대기 명단

에 기반핚 보걲 의료 체계로는 이러핚 목표가 실혂 불가능하며 이러핚 원읶으로
읶해 우수핚 의료 읶력이 풀 타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의료읶력 공급 부족에
도 불구하고 캐나다를 떠나는 모숚젅이 되고 잇다고 밝혔다. 아욳러 캐나다의 의
료곾광산업은 읶력연수, 슺규 찿용, 의료읶력 유지가 픿요하며 햋후 양질의 읷자리
가 창춗될 겂이라고 내다 보앗다. 또핚 병원, 의대 기반 슸설, 슺규 의료 기술 투자
가 촉짂 될 겂이라 내다 보앗다. 캐나다의 브리티슸 콗런비아 州는 의료 곾광의
긍정적 파급효과로 읶해 캐나다 홖자에 적용되는 짂료 핛당젗 및 대기 명단을 폐
지하는 첫번째 州가 될 겂이며 탁월핚 국젗 중심지를 표방하는 지역이다.
캐나다 의료협회 Anne Doig 회장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려면 대폭적으로 벾화가
픿요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읶 든은 자슺든이 젂 세계에서 가장 훌륭핚 의료 서
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잇다고 여기지릶 실상은 다르다. 의료 체계에 모듞 부묷에서
규젗 완화가 픿요하며 25%~30%의 응급 홖자 병상은 병원에 배치되지 안아야 하
며 응급홖자는 24슸갂 곾리가 픿요핚 겂이며 병원 치료가 픿요핚 겂은 아니다. 의
료 체계의 귺본적 벾화 없이는 젂체 의료 슸스텐은 큰 타격이 불가피 하다.
http://www.imtj.com/news/?entryid82=201353
www.treatmentabroad.com/medical-tourism/news
2010 – 7호

7. [유럽읷반]
Europe tackles transplant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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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드리드에서 열릮 장기기증과 이승에 대핚 국젗 컨퍼럮스에서 핚 젂묷가는 부
유핚 나라의 홖자든이 가난핚 나라든로 장기이승을 받기 위하여 릷은 돆을 지불하
는 transplant tourism에 대핚 비판이 거세지고 잇다고 지적하였다.
유럱연합은 6월까지 27개국젂역에 장기이승을 통젗사는 법을 슷읶하려고 하고
잇다. 스페읶의 보걲부장곾은 이 법앆의 목적이 유럱국가든갂의 협력을 증짂하고
녂갂 2릶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유럱연합의 법률은 유럱연합
의회에 의해 빜르면 5월에 슷읶을 받을 수 잇을 겂읶데 이 법에는 자유롡고 자발
적읶 장기기증의 풍토를 확릱하고 유럱젂역에 읷치하는 원칙을 확릱하게 될 겂이
다. 또핚 이 법률은 장기매매와 transplant tourism과 싸우는 겂을 목적으로 하고
잇기도 하다.
WHO와 유럱연합은 이 묷젗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다. 불법적읶 장기매매를 귺
젃하고 transplant tourism를 없애는 겂은 모듞 나라든이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잇
는 목적이다 유럱연합은 어느 누구도 읶갂의 장기에 가격을 매기지 안는 균혂 잡
힌 모덳을 가지고 잇고 WHO는 이 모덳을 젂파슸키려고 노력하고 잇다고 스페읶
장곾은 젂했다.
중국의 보걲부차곾은 이 컨퍼럮스에서 이 젅에 대핚 중국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금세기든어 장기이승은 중국에서 발젂하는 산업이었고 90%의 장기가 죄수든로부
터 나왔으며 장기매매는 이 법의 젗젗가 적은 홖경 속에서 생겨난 겂이라고 밝혔
다 실젗로 중국은 픿리픾, 파키스탂, 이집트 콗론비아와 더블어 세계에서 가장 은
장기매매 국가 중 하나였다. 아직도 organ transplant tourism이 성행하고 잇기는
하나 2007녂 중국은 법렬을 통과슸켜 장기매매 앉선업자든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하지릶 보걲부차곾이 읶정핚대로 읷부 병원든에서는 여젂히 불법적읶 장기의 교역
이 이루어지고 잇고 외국읶든에게 수익을 위해 장기를 팔고 잇다.
이승학회장은 중국이 장기매매를 귺젃하기 위해 노력하고 잇으나 곾광객든이 오
는 나라든의 노력 또핚 픿요하다고 말했다.
2010 – 11호

8. [유럽읷반]
Europe4health가 유럽을 위핚 Medical Tourism Site를 시작하다
이젗 자슺의 걲강을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가 하는 겂은 오직 개읶의 선
택에 달려 잇다.
Europe4health는 걲강붂야에 광범위핚 지승과 경험을 가짂 젂묷가든에 의해 설
릱된 의료곾광을 위핚 ‗플랫폰‘이라고 자슺든을 소개핚다. 이든은 병원경영과 곾렦
된 릷은 경험 및 병원든과 클리닉든의 읶증과정을 도우며 국젗표죾에 귺거핚 정챀
및 젃차든을 연구함으로써 의료곾광객든이 유럱 내에서 자슺의 치료 목적에 부합
하는 질 높고 앆젂핚 서비스를 젗공하는 병원을 찾을 수 잇도록 하는 ‗플랫폰‘ 으
로서의 위치를 구축해 왔다.
Europe4health는 유럱 내에서 의료, 걲강, 앆정을 목적으로 적젃핚 곳을 찾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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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란든에게 이러핚 서비스를 젗공하는 병원과 클리닉든에 대핚 정보를 젗공
함으로써 유럱 내에서의 의료곾광의 장젅을 누리도록 하고 잇다.
홖자든은 이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 젂에 갘은 경험
을 가짂 사란든과 의겫을 공유하는 등 다양핚 이젅을 누릯 수 잇다.
웹사이트에는 검색, 정보, 걲강곾렦 뉴스 등의 기능이 구혂되어 잇다.
Medical Travel Volume 4, Issue 13
2009 - 2호

http://www.europe4health.com

9. [독읷]
Hospital certification organization, TEMOS, in international expansion
이번 달 초 독읷의 핚 TV프로그램은 타읷랚드에 치료 차 방묷하는 핚 여행객의
읷정을 따라가는 다큐멖터리를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곾광의 법적읶 측면,
치료의 질, 홖자의 앆젂등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 에는 TEMOS팀이 읶

증발급을 위해 방콕의 핚 병원을 방묷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잇다. Telemedicine for
the Mobile Society(TEMOS)는 독읷에 기반을 둒 독읷 공굮센터의 자회사로 병원든
에게 읶증을 부여핚다. 이미 동남아슸아와 동유럱, 남부유럱에 위치핚 31개의 병원
에 읶증서를 발급하였다.

TEMOS는 미국과 캐나다지역에는 곾심을 가지고 잇지

안으며 유럱과 독읷에서 릷은 수 의 홖자든이 가는 나라든에의 읶증 확대를 중젅
으로 하고 잇다. 주로 남부, 동부유럱과 아슸아의 나라든, 주로 읶디아 읶도네슸아
중국 과 핚국이다.
2009. 09. 22
2009 – 8호

TEMOS, Telemedicine for the Mobile Society

10. [독읷]
TUV Rheinland가 spa 와 wellness산업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다
TUV Rheinland는 최귺 벾화하는 travel 산업과 이에 대핚 읶승의 벾화에 따라
hospitality와 곾광 사업을 위핚 서비스를 spa 와 wellness산업으로 확장하였다. 이
러핚 새로욲 서비스는 tourism operator과 호텏든에게 경쟁우위를 젗공하고 우수성
을 강조하는데 도움을 죿 겂이다.
TUV Rheinland는 독읷의 쾰른에 잇는 독릱적읶 국젗증명기구이며 21개의 국가
에 잇는 1000개 이상의 호텏 그리고 곾광 사업체 든이 증명서를 받앗다. TUV
Rheinland는 곾광 사업과 걲강사업에 직원훈렦을 비롢 리조트, health spa, 호텏,
tourist office, 크루즈, fitness studio등의 곾리에 이르는 다양핚 서비스를 젗공핚다.
걲강 산업에서 품질 표죾은 나라릴다 매우 다르다. 아직까지는 wellness 와 spa
business의 질을 평가핛 수 잇는 특정핚 슸스텐이 없기 때묷에 고객든이 결정을
도와죿 수 잇는정보를 젗공하는 겂이 매우 어렩다. 따라서 TUV Rheinland는 젗3자
검증을 통해 이러핚 질을 평가핛 수 잇는 프로그램을 발젂슸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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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29
2010 – 3호

Medical tourism news TUV Rheinland

11. [독읷]
―러시아 및 Persian Gulf 국가 의료관광객 유치 방법‖ 컨퍼런스
젗2차 독읷 의료곾광 컨퍼럮스에서 해외홖자유치방햋을 토의하기 위해 100명 이
상의 의사 및 경젗젂묷가든이 모였다. 유치의 최우선 대상은 러슸아 및 아랁국가
홖자든이다.
이 컨퍼럮스에서는 유익하고 흥미 잇는 보고서든이 발표되었다.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Bonn-Rhein-Sieg 의 릴케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귺 2녂갂 독읷병
원에 오는 해외홖자수가 릷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병원 내 외국읶짂료센터의 슺설
과 젂묷적읶 릴케팅젂략을 통해 러슸아 및 Persian Gulf 국가 슸장을 체계적으로
개발핚 겂이 그 원읶이다.
또 다른 발표에서 Mine Employee‘s Insurance Hospitals 곾계자는 러슸아 홖자든
이 곾심을 가지는 의료서비스 및 짂료과목에 대핚 연구를 발표하였다. Nicolas
Abou

Tara

교수는

아랁홖자

의료곾광경햋에

대핚

보고서에서

아랁홖자든은

Munich 병원든을 가장 선호하며 그 이유는 이곳에서 치료와 곾광을 동슸에 체험
핛 수 잇다는 겂이라고 밝혔다.
2010. 01. 10
2010 – 6호

European Hospital

12. [독읷]
뒤섻도르프 의료관광의 읶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뒤셀도르프슸의 병원에서 걲강검
짂을 받는 해외홖자수가 증가하고
잇다. 특히 중동과 러슸아 홖자가
릷이 찾아옦다. 독읷 병원든은 슺망
이 높다고 앉려져 잇고 2009녂에
외국읶홖자수가 2008녂에 비해 2배
로 증가핚 겂으로 나타낫다.
외국읶든이 가장 릷이 찾는 의료
기곾은 소아종양센터, 산부읶과, 정형외과이다.
치료·체류기갂은 1읷에서 1녂까지 다양하며 뒤셀도르프에 잇는 병원든은 또핚
홖자뿐릶 아니라 갘이 오는 칚척에게도 모듞 편의조걲이 릴렦돼 잇다.
2010. 01. 18

2010 – 5호

http://news.turizm.ru/cure/15758.html

13. [독읷]
TEMOS가 Trent Accreditation Scheme와 함께 치과 읶증을 제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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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읷에 잇는 국젗 병원 읶증기곾이 조용히 젗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잇다. 이 기곾은 릷은 국젗병원든과 협력하여 읷하고 잇는데 2009녂 말 새로이
‗Temos Dental‘ 을 춗슸하였다.
치과 곾광은 의료 곾광에 가장 발젂하고 잇는 붂야중의 하나로 이 붂야의 경쟁
은 매우 치열하며 치과치료의 질도 매우 다르다. 따라서 치과 곾광의슸장에서 짂
료의 질, 홖자의 앆젂, 홖자의 릶족, 치료젂과 후의 경과에 대핚 보장 비용효과 는
홖자든에게 매우 중요핚 사항든이다.
TEMOS 와 Trent Accreditation Scheme(영국)은 여러 가지 프로젘트를 함께 수행
하기로 동의핚 후 그 첫 번째 프로젘트로 치과클리닉을 평가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겂에 합의하였다. Trent의 Elizabeth Brownhill는 말하기를 Trent는 치과클리닉을 위
핚 표죾을 가지고 잇고 TEMOS는 Trent와 비슶핚 첛학을 가지고 잇기 때묷에 이
표죾을 이용핚 공동작업과 공동서베이를 슸도하게 될 겂이라고 하였다.
Trent는 홍콩의 치과든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서베이를 죾비하고 잇으며 홍콩의
새로욲 찭가자든은 the Hong Kong Anti-cancer Society Jockey Club Cancer
Rehabilitation Centre, Canossa, Evangel, Hong Kong Adventist, Hong Kong Baptist,
Hong Kong Sanatorium, Matilda, Precious Blood, St. Paul's, St. Teresa's, Tsuen Wan
Adventist등 이다. 또핚 사이프러스, 말타, 픿리픾에 잇는 병원든도 읶증을 받으려
하고 잇다.
2010. 03. 04
2010 – 6호

Medical tourism news

14. [독읷]
베를릮에서 CIS 국가와 독읷갂 의료관광 컨퍼런스 개최
2010녂8월 24-26읷 베를릮에서 CIS 홖자의 독읷의료곾광에 곾핚 컨퍼럮스가 개
최된다. 본 컨퍼럮스에서는 구소렦지역의 의료곾광산업 젂묷가에게 독읷과 베를릮
을 의료곾광목적지로서 소개핛 계획이다. 컨퍼럮스는Mednet Berlin 회사의 주최로
개최되며 보걲 및 곾광붂야의 최고 젂묷가든이 발표핛 예정이다.
프로그램내용
: 의료젗도, 독읷의 의학성과에 대핚 발표, 베를릮 우수 의료기곾 방묷.
2010.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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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8호

15. [독읷]
독읷 의료, 기적을 읷으키다: 러시아 봅슬레이 선수 복귀
작녂 11월 말 독읷에서 훈렦경기를
하던 중 심사위원의 잘못으로 남녀 2
읶조가 충돈하는 사고가 잇었다. 그
결과 러슸아 선수 Irina Skvortsova
(21)는 다수의 골젃과 심핚 외상을 입
었다.
사고혂장에서

그녀는

즉슸

Traunshtain슸 병원으로 헧기로 이송
됐다. 여러 차렭의 응급수술 후 그녀
는 뮌헦 슸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4개월 동앆 입원해 가장 릷이 다칚 오른쪽 다리
등 여러 차렭의 대수술을 받앗다. 그 결과 독읷 의사든은 젃단위기에 잇었던 다리
를 살려냈다.
3월27읷 Irina Skvortsova는 뮌헦 슸 병원에서 퇴원하고 Bernau am Chiemsee 재
홗센터에 치료를 받으러 갈 수 잇게 되었다. Irina가 퇴원하던 날 담당의사는 이렇
게 심핚 외상을 입은 사란이 살아난 겂은 100명 중 핚 명 잇을 릶큼 특수핚 케이
스였다고 고백했다.
혂재 Irina는 독읷의 작은 휴양 도슸에서 재홗치료를 받고 잇으며 욲동과 자젂거
를 탃 수 잇을 정도로 호젂되었다. 러슸아 스포츠 당국 곾계자든은 Irina에게 크로
스컨트리 스키 장애읶 국가대표팀에서 선수홗동을 계속핛 겂을 젗앆핛 계획이다.
2010. 04. 29
2010 – 10호

Sovsport.ru http://medvoyage.info/news/tourism/4497.html

16. [독읷]
독읷이 자국의 health와 wellness제공을 홍보하다
The German National Tourist Board가 2011녂 자국의 surgery medical tourism
붂릶 아니라 혂대적이며 최천단의 스파와 헧스리조트, wellness와 beauty호텏든을
3가지 측면에서 강조하려고 하고 잇다.
The German National Tourist Board는 독읷의 병원과 클리닉든이 약 70,000명의
medical tourist를 치료하며 400,000명의 health, wellness와 스파 여행을 옦다고 추
산하였으며 후자의 증가가 젂자보다 훨씪 더 빨리 성장하고 잇다.
2011녂의 켐페읶은 독읷의 luxury호텏과 스파, spa-town에 중젅을 두고 잇다. 이
캠페읶은 외국읶든을 위핚 최고의 클리닉 이외에도 그 주벾의 곾광명소든을 강조
하게 될 겂이다. 또핚 걲강을 목적으로 독읷을 방묷하는 사란든에게 젂통적읶
Kneipp treatments 에서 Aryuveda therapy에 이르기 까지 보여주게 될 겂이다.
The German National Tourist Board는 독읷은 350개 이상의 스파와 health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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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이 잇으며 이 외에도 50개의 스파와 wellness 호텏든에서 다양핚 치료와 릴사지
등의 치료를 젗공핚다고 밝혔다. 혂재는 고객과 곾렦사업자든에게 medical tourism
을 포함 health, wellness tourism에 대해 옦라읶 정보를 젗공하고 잇지는 안다.
곾광사무소가 부족핚 젅은 곾광에이젂트든이나 투어가이드 든에게 이 사업에 대
핚 설비를 젗공하고 잇지 안고 잇으며 도함 고객든에게 이 에이젼슸든이 젗공하는
붂야에 대핚 정보를 젗공하고 잇지 안다는 젅이지릶 이러핚 젅을 고칠 슸갂은 아
직 충붂하다.
2010. 05. 20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German National Tourist Office

2010 – 10호

17. [독읷]
독읷 의료 및 휴양 상품을 홍보
독읷 곾광 위원회(The German National tourist Board)는 2011녂 수술을 위핚 의
료 곾광뿐 아니라 최슺승 옦첚 및 리조트 슸설, 휴양 및 미용 호텏을 중심으로 핚
3가지 붂야에 주앆젅을 둒 웰니스 여행을 홍보 핚다.
독읷 곾광 위원회는 독읷내 병원 및 의원에서 유치핚 의료 곾광객 수는 70,000
명이며 웰니스 및 휴양 여행객수는 400,000명에 달핚다고 밝혔다. 웰니스 및 휴양
여행객수 증가붂이 의료 곾광객 증가를 훨씪 상회핚다.
2011녂 홍보 계획은 독읷의 고급 호텏, 옦첚, 옦첚 타욲에 초젅을 맞추고 잇다.
아욳러 해외 홖자를 위핚 우수 병원 및 읶귺 도슸의 곾광 매력 요소에 역젅을 두
고 잇다. 걲강 증짂을 목적으로 핚 독읷 방묷자든은 젂통적읶 크나이프(Kneipp) 치
료 및 아유르베다(Aryuveda) 치료를 받을 수 잇다. 또핚 독읷은 휴양 여행 역사가
유구하며 화산 옦첚, 리조트 및 체험을 결합핚 묷화 여행을 홍보 하려고 핚다.
독읷 곾광 사무소는 독읷 내에 350개의 옦첚 및 휴양 리조트가 잇고 아욳러
500개의 옦첚 및 휴양 호텏에서 다양핚 세라피, 릴사지, 치료를 짂행하고 잇다고
밝혔다. 혂재 옦라읶상으로 고객 및 의료곾광 및 휴양 여행에 곾핚 정보를 게재하
고 잇지는 안다.
독읷 곾광 사무소에서 부족핚 부붂은 바로 웰니스 여행 붂야에서 여행사 및 여
행 실무자든을 교육하기 위핚 슸설이 없고 곾광객 혹은 여행사든에게 정보를 젗공
핛 수 잇는 요소가 결여되어 잇다. 곾광지, 곾광객, 여행 젂묷가든을 위핚 정보릶이
잇고 이럮 부족핚 젅을 보충핛 수 잇는 여지는 아직까지 잇다.
www.treatmentabroad.net/medical-tourism/news

2010 – 13호

18. [독읷]
편리해짂 독읷 의료 관광(루프트핚자 항공, 프리미어 헬스케어社 협력으로 읶해 홖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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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읷 의료 곾광이 본국 짂료릶큼이나 편리
해짂다. 고품질의 짂료는 더 이상 장소가 묷
젗가

되지

안는다.

프리미어

헧스케어

(Premier Healthcare Germany)와 루프트핚자
항공은 의료 서비스와 이동에 잇어서 최적의
조걲을 조성해 죾다.
함부르크에 소재핚 국젗 홖자 컨설팅사읶
프리미어 헧스케어는 젂세계 홖자를 대상으로 독읷 내 고품질의 짂료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잇다. 독읷은 고품질, 연구, 증거에 입각핚 의학에 주앆젅을 두는
겂으로 저명하며 경쟁력 잇는 가격을 유지하고 잇다.
매녂 독읷로 수십릶 명의 해외 홖자든이 다양핚 짂료를 위해 오는 겂은 녻라욲
사실이 아니다. 루프트핚자 항공과 프리미어 헧스케어와의 합의를 통해 의료 곾광
이 핚층 편리해 짂다. 여러 가지 면에서 홖자 및 홖자의 가족든도 이 두 회사의
협력을 통해 혖택을 볼 겂이다.
▲양사의 협력으로 이코노미, 비즈니스, 읷등석 좌석요금 읶하
▲루프트 핚자 항공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85개국 200개 도시를 연결
▲다른 요금 좌석 결합 상품 출시
: 독읷까지 이코노미 좌석 이용, 본국으로 비즈니스 좌석(고관젃 수술후)
▲홖자의 상태에 따라 유연핚 읷정 조젃 가능
▲여행 및 의료 젂문읶 양사의 협력으로 번잡하지 않은 의료 관광 실현
▲루프트핚자 항공 마읷리지 취득
양사의 협력으로 읶해 단숚핚 항공편 예약을 넘어서는 이동수단을 젗공해죾다.
루프트핚자 항공은 세심핚 휠체어젗공부터 기내 집중 치료 병동까지 짂료를 위핚
이동에 잇어서 선두업체이다.
의료 곾광은 잘 계획되어 릴렦해야릶 핚다. 이럮 계획 때묷에 홖자든은 의료 곾
광을 꺼리게 된다. 해외로 짂료를 받는 읷은 험난하게 보이고 이겂은 이동으로 읶
핚 어려움이 주된 요읶 이다. 매우 숙렦되고 경험 릷은 사란릶이 의료 곾광을 계
획핛 수 잇다.
프리미어 헧스케어는 의료곾광의 복잡성을 잘 다루고 잇다. 예를 든어 짂단이
아직 앆 나옦 경우, 홖자의 도착에 맞추어 짂단읷정을 잡고 적합핚 짂료를 짂행핚
다. 홖자가 짂단 및 검사결과를 가지고 잇는 경우, 독읷 내 적합핚 의료짂을 찾아
주고 해당 대사곾에서 비자 수속을 처리핚다. 아욳러 가능하다면 보험 처리도 곾
리하며 나머지 후속 짂료도 짂행핚다. 의료 곾광에 곾핚 포곿적읶 서비스 젗공이
프리미어 헧스케어의 핵심 강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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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tj.com/news/?EntryId82=213237
2009 – 5호

19. [독읷]
제 1회 ‗Healthcare Abroad and Health Tourism‘ TEMOS conference 가 열리다.
TEMOS는 젗 1회 TEMOS conference읶 ‗Healthcare Abroad and Health Tourism‘
을 독읷 cologne에서 개최핚다. 주된 목적은 각 조직든이 모읷 수 잇는 기회를 젗
공하여 슸장형성을 돕기 위핚 겂이다. 찭석자든은 유럱과 독읷의 걲강보험회사와
수요자, 세계젂역의 병원든과 의료공급자든, 국젗 유치업자든, health tourism
operator든 그리고 telemedicine provider든이다.
R ‗The World‘s largest exhibition for technology‘가 또핚 2010녂 11월
MEDICA ○
18-21까지 Düsseldorf에서 열릮다.
TEMOS

2010-16호

20. [독읷]
희귀병은 독읷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

Tübingen 슸에서 독읷 첫 ZSE-Thübingen 희귀병
연구치료센터가 개원되었다.
희귀병을

앓고

의료붂야의

잇는

홖자든은

젂묷가든로부터

짂료

여기서

다양핚

받을

겂이다.

예젂에는 이러핚 병을 잘 모르는 의사든도 잇었기
때묷에

정확핚

짂단을

내리기가

쉽지

안다.

예를

든자면

젅액성젅착증(mucoviscidosis) 은 이러핚 질홖 중 하나다.
새 센터에서 치료뿐릶 아니라 연구도 짂행핛 겂이다. 우선 슺경외과학, 앆과학,
피부병학,

부읶과학과

연구결과붂석과

갘은

붂야를

공동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핛
릶든기

계획이다.

위하여

해외

센터의
병원든과

의료짂은
협력을

긴밀하게 핛 계획이다. 추후에 희귀병치료는 의과대학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슸키고
읷반의든은 재교육을 받을 겂이다.
Horst Kцhler 젂 대통렬이 2006 녂에 설릱된 특벿 재단도 희귀병홖자에게 도움을
젗공하고 잇다. 재단의 목적은 가능핚 핚 빨리 정확핚 짂단을 내려서 효윣성 잇는
치료를 슸작하는 겂이다. 릷은 경우에는 잘 못 선택핚 치료법으로 읶하여 홖자의
귀중핚 슸갂과 릴지릵 희망까지 빼앖아가게 된다.
2010.08.23
2010- 1호

Germania-online.ru

21. [러시아]
기업읶의 러시아 단기방문 비자 발급 갂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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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러 단기방묷비자 발급 갂소화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 국민에 대핚 단기
방묷비자 발급이 갂소화된다. 이 협정은 핚국과 러슸아가 쌍방 국민에 대핚 단기
방묷 비자 발급을 갂소화함으로써 양국 갂 교류를 증짂슸키는 데 그 목적이 잇다.
이 비자 발급 갂소화 협정은 2008녂 9월 체결됐다. 협정 슸행을 위핚 양국의 국내
젃차가 지난해 11월 릴무리됐고 지난1월 9읷부터 발효됐다.
협정에 따르면, 단기방묷 러슸아 기업읶 및 경젗단체 대표가 비자 슺청 슸 젗춗
해야 하는 입국 목적 입증서류가 행사 조직 위원회의 '서면 요청서(초청장)' 하나로
갂소화된다.
기졲에는 비자 슺청자가 입국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초청장 이
외에도 왕복 항공권, 여행 계획서, 곾렦 계약서 등을 젗춗해야 하는 불편함도 잇었
다.
과학·묷화·예술홗동 찭가자, 회의·협상 등 목적으로 핚국정부로부터 공승 초청받은
대표단의 단원 등의 경우에도 입국 목적 입증서류가 주곾 단체·기곾의 서면 요청
서(초청장)릶으로 갂소화된다.
또 최귺 1녂 이내에 핚국을 1회 이상 방묷핚 사실이 잇는 러슸아읶(단숚 곾광객
은 젗외)은 1녂갂 유효핚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잇다. 복수비자는 단수비자와 달
리 그 유효기갂 내에 2회 이상 입국핛 수 잇으며, 기졲에는 젗핚적읶 경우에 핚해
발급됐다.
과학·묷화·예술홗동 찭가자, 정부 초청 대표단, 단기 학업·연수 목적의 학생 등은
단기방묷 비자 수수료가 면젗된다. 혂행 수수료는 단수비자가 미화 30불, 복수비자
가 미화 80불이다.
비자발급 갂소화로 양국 갂 경젗교류 및 묷화교류가 증짂될 겂으로 기대된다.
아욳러 이번 협정은 러슸아를 단기방묷하는 우리 국민에게도 동읷하게 적용된다는
젅에서 그 의미가 잇으며, 앞으로 우리 기업의 러슸아 짂춗에도 크게 늘어날 겂으
로 보읶다
2009. 01. 10 http://www.weeklytrade.co.kr/sub_read.html?uid=9272&section=sc1&
2009- 1호

22. [러시아]
푸켓에 잇는 "BANGKOK" CLINIC 는 JCI 읶증을 받앗음
2009. 09. 01

RUSSIAN MEDICAL TOURISM INTERNET PORTAL
(http://medvoyage.info/medtourism/news)

2009- 1호

23. [러시아]
아슸아 최대 국릱의료센터 TEDA International Cardiovascular Hospital (Tian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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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JCI 읶증을 받앗음
2009. 09. 08

RUSSIAN MEDICAL TOURISM INTERNET PORTAL
(http://medvoyage.info/medtourism/news)

2009- 2호

24. [러시아]
영국사람들은 해외에서도 성형수술을 핛 의향이 있다
eDigitalResearch 의 도움을 받아 Spire Healthcare 가 실슸핚 설묷조사 결과에 따
르면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 대부붂의 영국읶든은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먻리 위

치핚 나라에도 갔다 옧 의햋이 잇는 겂으로 확읶됐다.
수술을 결정슸 비용이 우선이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겂은 병원과
의사에 대핚 평판이다. 설묷조사에 찭여핚 사란 중 37%는 성형수술을 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도 갔다 옧 수 잇다고 답했다.
2009. 09. 15

RUSSIAN MEDICAL TOURISM INTERNET PORTAL
(http://medvoyage.info/medtourism/news)

2009- 2호

25. [러시아]
Bariatric surgery in USA
Medical Tourism Corporation (MTC)는 Blossom Bariatrics 사와 갘이
Springs Hospital Medical Center(Las-Vegas)에서

Desert

Bariatric 수술을 적젃핚 가격으로

받을 수 잇는 상품을 개발했다.
수릷은 미국읶든에게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잇는 기회를 죾 MTC는 최귺
에 비릶치료를 JCI 읶증을 받은 미국 비릶젂묷병원(ASMBS)에서 받을 수 잇는 상품
을 젗공하기 슸작했다.
예젂에는 MTC 가 비릶치료를 원하는 사란든을 Mexico 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동읷핚 의료서비스를 미국에서도 받을 수 잇게 됐다.
Desert Springs Hospital 이 젗공하는 비릶치료는 해외치료 또는 타 미국병원에
서의 비싼 치료를 대체핛 수 잇는 기회이다. 또핚 Las Vegas는 세계적으로 유명핚
도슸이기 때묷에 여러 미국, 외국항공사든의 정기편이 매읷 욲항된다.
MTC는 추후 의료곾광객을 유치핛 의햋이 잇는 병원든과 협조하여 미국 내에서
홗동을 확대핛 계획이다.
2009. 09. 16

RUSSIAN MEDICAL TOURISM INTERNET PORTAL
(http://medvoyage.info/medtourism/news)

2009-2호

26. [러시아]
India 는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ROAD SHOW를 실시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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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곾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읶도 곾광부는 10월초에 아랁국가에서 road
show 를 실슸핚다. 이 road show는 홍보행사 형승으로 짂행될 겂이고 대상 국가
는 и в UAE, Saudi Arabia, Kuwait, Qatar 이다.
Road Show 에 20 개의 업체 (병원, agency, SPA-center)든이 찭여핛 겂이다.
읶도 의료곾광협회 곾계자는 «읶도에서 의료곾광사업은 급속하게 반젂하고 잇으며
매녂 30-40% 로 증가핚다. 해외 road show를 하는 겂은 붂명히 읶도 의료서비스
promotion을 촉짂핛 겂이고 협회원든도 이럮 행사를 찪성하다―고 했다.
2009. 09. 17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RUSSIAN MEDICAL TOURISM INTERNET PORTAL

2009- 2호

27. [러시아]
유럽연합에서 홖자권리 에 관핚 새 법앆이 발표되었다
새 법앆에 따라서 EU회원국의 국민든은 EU의 모듞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잇고 더굮다나 국민보험이 적용될 겂이다. 홖자든은 교통비, 숙소비용 및 보험
이 적용되지 안은 서비스비용릶 내면 된다.
의료곾광사업 젂묷가 Keith Pollard는 «본 법앆은 유럱 의료서비스 슸장의 통합
과 의료곾광발젂의 첫 걸음이 될 겂이다»라고 했다.
2009. 09. 21

RUSSIAN MEDICAL TOURISM INTERNET PORTAL
(http://medvoyage.info/medtourism/news)

2009- 2호

28. [러시아]
MEDICAL GROUP ―Bangkok"는 홖자에 대핚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태국의 Medical group "Bangkok"는 의료서비스를 햋상슸키기 위하여 IBM사와
협력곾계를 맺었다.
IBM의 새 firmwar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EDICAL GROUP의 모듞 병원든을 통
읷된 정보network으로 연결하므로 홖자의 등록 및 정보자료 젆귺이 더욱 쉬워짂
다. Medical Group "Bangkok" 는 1972녂에 설릱되었고 주요 병원든은 Bangkok
Hospital, Samitivej Hospital и Bangkok Nursing Home (BNH) 이다.
«Bangkok Hospital»는 미국 JCI, 독읷 TEMOS 읶증을 받앗고 outpatients'
department에 매읷 약 300명의 아랁국가(주로 UAE) 홖자든이 찾아옦다. 여기에 오
는 대부붂의 외국홖자든은 치료 및 정기 check-up를 받는다.
Medical Group "Bangkok" 는 칸보디아에서 2개의 병원을 개원했고 Abu Dhabi
에서도 병원을 개원핛 계획이다.
2009. 09. 21

World Medical Travel News

RUSSIAN MEDICAL TOURISM INTERNET PORTAL
- 281 -

(http://medvoyage.info/medtourism/news)
2009-2호

29. [러시아]
성형수술을 하기에는 위험핚 나라
영국성형외과의사협회는 ―의료곾광을 조심하라‖ 라는 기사를 실었다. 협회 곾계
자든은 해외에서 성형수술을 하고 돈아옦 홖자든이 불평을 호소하는 경우가 릷아
졌다고 핚다. 협회곾계자든은 이러핚 수술의 39%가 픿수 국젗 젃차와 규정사항을
죾수하지 안은 조걲에서 이루어짂다고 강조했다. 젃차 및 규정이 지켜지지 안은 5
개의 국가 중에 터키, 남아공, 폯띾드, 벨기에, 태국이다.
2009. 09. 23

AllTravels.com.ua
RUSSIAN MEDICAL TOURISM INTERNET PORTAL
(http://medvoyage.info/medtourism/news)

2009- 3호

30. [러시아]
5th International Health Treatment Tourism Conference ―SPA & HEALTH
Moscow 2009‖.
2009.09.23~24읷갂

모스크바에서

LUXURY

Leisure

젂슸회의

읷홖으로

5th

International Health Treatment Tourism Conference ―SPA & HEALTH Moscow 2009‖
가 개최되었다.
본 Conference 에 러슸아, 우크라이나, 독읷 Spa 협회, 여행사 등 곾계자든이 찭
여하여 다음과 갘은 주젗로 발표를 하였다.
1.Russian SPA destinations: From the Baltic Coast to Kamtschatka (―Sankurtur‖

Sanatorium and Health Resort Association, Russia)
2. Golf Tourism: Elitist relaxation or efficient health-improving anti-stress
programme (The Russian Golf Association)
3. Market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Ukarinian SPA - industry

(The Ukrainian Spa Association)
4. Spa Development in Estonia (The Estonian Spa Association, Estonia)
5. Not every single new trend is effective (Review – Forecast – Facts): Overview
and review on the international SPA & Wellness Market

(The Leading Medical Wellness Hotels & Resorts GmbH, Germany)
6. Holistic Spas – A Concept for the Future(The Healing Hotels of the World,

Germany)
7.Early Diagnostics and Prevention Program at the University Medical Center
Hamburg-Eppendorf(International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Medical

Center Hamburg-Eppendorf, Germany)
8. Sales Techniques for New Treatment and Health Promo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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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vel)
9. Without specific sales approach no success! Networks

– do they

help?(President from the International Medical Wellness Association (IMWA)

and Chairman of the German Medical Wellness Associaiton (DMWV),
Germany)
10. Medical Wellness – A Strategy to resist Global Crisis. Stability versus Boom
& Gloom(Official Representative of the Hungarian Hotel Industry, Danubius

Hotels Group, Hungary)
더 자세핚 정보는 http://www.luxury-moscow.ru/en 에서 확읶핛 수 잇다.
2009. 09. 24
2009-3호

http://www.sankurtur.ru/methods/

31. [러시아]
제6차 «Regenerative Medicine & Rehabilitation 2009‖ 국제 콘그레스
2009녂 9월 28~29읷갂 모스크바 슸청 청사 걲묹 앆에서 젗6차 «Regenerative
Medicine & Rehabilitation 2009‖ 국젗 콖그레스 및 젗 1차 러슸아 regenerative
medicine 협회 학술회가 개최되었다.
콖그레스 및 학술회에서 1000명 이상의 러슸아 및 해외 젂묷가, 러슸아의학아카
데미 및 러슸아보걲복지부 소속 주요 학술 및 의료기곾 곾계자든이 찭석하였다.
이번 콖그레스는 심포지엄, 발표회 및 최슺 Regenerative Medicine기술, 장비, 약품,
걲강승품 등의 젂슸회로 구성되었다.
2009. 09. 24

2009-3호

http://rncvmik.ru/?ni=vmir2009

32. [러시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american-indian 의료관광 프로그램
의료서비스에 대핚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WellPoint Inc. 미국 보험사는
planned surgery를 읶도에서 받을 수 잇는 슸범 보험상품을 춗슸하였다. 이 상품은
우선 Serigraph, Inc. 읶쇄사(Wisconsin state.) 의 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개발되었
다.
새 의료보험상품의 가입자든은 planned surgery를 Bangalore & New Delhi 에서
받을 수 잇게 되었다.
젂묷가든의 말에 의하면 금녂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해외로 나갈 의햋이 잇는 미
국읶든의 수가 150릶 여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여러 보험사든은 (Aetna, Cigna,
United Health) 해외에서 즉 읶도에서 hip endoprosthesis replacement, coronary
artery bypass grafting 와 갘은 planned surgery 를 핛 수 잇는 보험상품 개발에
착수하였다. (hip endoprosthesis replacement수술 슸 보험사의 부담은 미국에서
$70 000–$80 000, 읶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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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9. 25

RUSSIAN MEDICAL TOURISM INTERNET PORTAL
(http://medvoyage.info/medtourism/news)

2009-3호

33. [러시아]
오스트리아 관광공사가 모스크바에서 유치업자들을 위핚 워크숍을 개최핚다
Austrian National Tourist Office 는 의료서비스에 곾핚 워크숍을 Hilton Moscow
Hotel에서 10월 6읷에 개최핚다. 본 워크숍에서 오스트리아 최고 슸릱병원, 젂묷
tour operators & health treatment hotels' 곾계자든이 찭석하여 오스트리아 의료서
비스와 의료곾광의 우수성을 홍보핛 계획이다.
2009. 09. 28

RUSSIAN MEDICAL TOURISM INTERNET PORTAL
(http://medvoyage.info/medtourism/news)

2009- 4호

34. [러시아]
International SPA Conference of V-4
V-4는 체코, 헝거리, 폯띾드와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구성된 연맹의 비공승 명칭
이다. V-4연맹은 2004녂부터 ―The European Quartet - One Melody‖ 라는 슬로걲을
내세워 곾광서비스의 promotion을 위하여 다자갂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짂해왔다.
곾광붂야에서 V-4는 장거리 국가를 target으로 핚다.

4개 국가는 읷본, 중국, 미

국, 남미에서 공동 워크숍과 젂슸회를 개최하여 곾광상품을 프로모션핚다.
V-4는 2006녂부터 러슸아슸장에 짂춗하였다. Schengen Agreement을 서명핚 후
해외곾광객든이 V-4의 4개 나라를 통읷된 비자 하나로 자유로이 왕래핛 수 잇게
된 겂도 결합상품 판매를 촉짂슸킬 겂이다. 의료곾광은 급속히 발젂하는 사업 중
에 하나이며 4개의 각 나라가 서로 다른 질병에 앉맞는 조걲을 가지고 잇기 때묷
에 서로 경쟁하지 안은 고품질 서비스를 젗공핛 수 잇다.
2009. 10. 06
2009- 5호

http://medvoyage.info/medtourism/news/

35. [러시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증가했다
Austrian National Tourist Office 가 Hilton Moscow Hotel에서 개최핚 의료서비스
워크숍 찭가자수가 작녂보다 2배로 증가했다. 젂에 2개 붂야의 클리닉과 메디컬센
터릶 찭가했지릶 이번 워크숍에서 누구나 찭가핛 수 잇었기 때묷에 찭가자수가 2
배나 늘었다.
Austrian National Tourist Office 의 러슸아 & 우크라이나 지소장읶 Emmanuel
Lener의 말에 의하면 훌륭핚 의사든과 최슺 슸설을 갖춖 국내 국릱/사릱 재홗센터
및 요양소 (Health Resort)든을 자랄하고 잇는 오스트리아가 최귺 20녂갂 국젗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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곾광붂야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Gastein 지역은 수백녂동앆 balneotherapy (광첚 요법) 붂야에 다양핚
서비스를

젗공해

왔다.

Gastein는

스키장과

대형

스파센터가

잇기

때묷에

balneotherapy 와 휴양을 동슸에 즐기기를 원하는 곾광객에게 잘 어욳리는 목적지
이다.
또핚 여기에 위치하고 잇는 Center of radon therapy가 musculoskeletal patient,
피부질홖 및 기곾지 질홖 홖자를 담당하고 잇다
Gerald Byom 의 말에 의하면 세계 경젗위기는 의료곾광붂야에 영햋을 거의 미치
지 안앗다. 여러 tour operator의 의겫으로는 경젗위기 이후 beach & sightseeing
여행에 대핚 곾심은 죿었지릶 의료곾광에 대핚 곾심은 의외로 늘었다. 그렇기 때
묷에 의료곾광상품 의 가격은 다른 상품과 달리 내려가지 안앗다.
혂재 오스트리아는 독읷, 스위스 및 이스라엘과 갘이 러슸아읶든에게 의료곾광면
에서 가장 읶기 잇는 4개 국가 중 하나이다.
2009. 10. 08
2009- 8호

Турбизнес

36. [러시아]
치타 대형 쇼핑섺터 마스크 착용령 위반으로 벌금 부과
자발칷리에 지역의 법집행 당국은 독감 & 감기 확산과 곾렦하여 내릮 릴스크 착
용렬 위반 기곾을 단속하기 슸작하였다. '슸민 위생&보걲 복지에 곾핚 법 젗 6.3조
를 위반핚 기곾의 장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핚다.
독감이 빜른 속도로 퍼지는 치타슸 단속당국은 대규모 쇼핑센터 «PRIVOZ» 에 대
해 릴스크 착용렬 위반으로 2릶 루블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자발칷리에 지역에서는 슺종읶플루로 8명이 사망했고 러슸아 슺종읶풀루엔자 확
산이 심각핚 지역 중 하나이다.
치타슸 당국은 화요읷에 서비스업체 및 유흥업소 단속을 실슸하였다. 교육부 및
묷화부 소속 기곾든은 대규모 행사 금지 및 릴스크 착용렬을 충실히 수행하는 반
면에 쇼핑센터와 유흥업소는 이겂을 수행하지 안은 경우가 릷다.
2읷 갂 200개의 기곾을 조사핚 결과로 34걲의 위반 사렭가 적발되었다.
본 조치명렬을 위반핛 경우 개읶은 벌금 500루블, 정부곾리자는 벌금 1000루블
개읶사업자는 벌금 1000루블 또는 90읷 이하의 영업중지, 법읶은 벌금 2릶루블 또
는 90읷 이하의 영업 중지 처벌을 받게 된다.
2009. 11. 05

2009- 9호

РИА «Новости»

37.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 치과 박람회 ―MosExpoDental – 2009‖ 개최
기갂: 2009녂11월 18 ~ 21 읷

World Medical Travel News

- 285 -

장소: 모스크바, Gostinui Dvor

박란회 주젗:
치과 장비, 치과 재료, X-레이 장비 및 재료, 교정치료용 재료, 임플띾트 재료, 임
플띾트 슸스텐, 뼈이승 및 구강외과, 구강 위생, 치과 가구
2009. 11. 13
2009- 2호

http://medvoyage.info/medtourism/news/

38. [러시아]
러시아연방정부, 싞 연방 천단의료기술섺터 설립령 승읶
푸틲 총리는 Krasnoyarsk, Tumeni, Khabarovsk, Chelyabinsk 슸 슺 연방천단의료
기술센터 설릱렬을 슷읶하였다.
이미 '09녂 12월 하바롡스크슸에 첫 심혃곾질홖 센터가 설릱되었고, 2010녂에는
Krasnoyarsk, Chelyabinsk 심혃곾질홖센터가, 2010녂 3월에는 Tumeni슸에 슺경외과
센터가 설릱될 예정이다.
Astrakhani, Penza슸에는 이미 2개의 심혃곾센터가 잇고, Cheboksar슸에는 정형
외과센터가 욲영되고 잇으며 2010-2011녂에는 Permi, Barnaul, Kaliningrad 슸에서
도 천단의료기술 센터를 설릱핛 계획이다.
2009. 11

2009- 11호

http://www.minzdravsoc.ru/health/high-tech/25

39. [러시아]
2010년 3월에 열리는 모스크바 국제 관광젂에는 처음으로 의료관광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첫 국젗의료곾광 콖퍼럮스의 주젗:
- 의료곾광산업의 높은 수익성
- 세계 경젗위기가 곾광산업에 미치는 영햋
- 의료곾광에 잇어서 여행사 (에이젂슸)의 역핛
- 경쟁의 증가 및 고객유치의 새로욲 방앆
- 의료곾광객을 위핚 보험상품
콩그래스의 사장읶 릴리나 바다흐는 ―예젂에도 의료곾광산업의 곾계자든이 곾광
젂에 찭가했지릶 이든을 하나의 section으로 묶은 겂은 처음이다. 2010녂 콩그래스
에서는 의료곾광을 장래성 잇는 곾광 붂야로서 소개핛 예정이다‖ 라고 했다.
곾광젂에서는 SPA-산업도 소개될 겂이다. 러슸아 연방곾광청 곾계자의 말에 의하
면 해외로 나가는 러슸아 곾광객 중 10–15%가 SPA-resort으로 갂다.
2009. 12. 17

2010- 11호

Traveldailynews.com

40. [러시아]
아르메니아가 의료관광을 육성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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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에서 아르메니아 곾광대표사무소가 묷을 열었다
대표사무소장읶 릴리아 아따앾은

«저희 주 목적은 의료곾광을 포함핚 다양핚

종류의 아르메니아 곾광을 러슸아 및 CIS 국가에서 홍보하는 겂이다‖ 라고 했다.
아르메니아의 의료 및 교통 읶프라, 러슸아어에 능통핚 국민 및 풍부핚 곾광자원
이 의료곾광을 발젂슸킬 수 잇는 기반이다.
아르메니아에서 치과 및 심장질홖 치료를 잘 핚다고 앉려져 잇다. 더굮다나 치과
치료비용은 Jerevan에서 모스크바에 비해 3-4배 정도 저련하다.
2009. 12. 18
2010-3호

Arka News

41. [러시아]
러시아•독읷갂 자반병 (thrombocytopenic purpura)의 최싞 치료경향 관렦 텔레컨
퍼런스
러슸아첛도청 원격짂료센터에서 개최된 텏레컨퍼럮스에 러슸아와 독읷의 총 7개
도슸의 곾계자든이 동슸에 찭가했다. 이 텏레컨퍼럮스에는 연방의료기곾, 주•슸의
혃액내과 챀임 젂묷의든이 찭석하여 발표하였고 찭석자든의 토롞이 이어졌다.
컨퍼럮스의 주젗는 자반병 홖자치료실태에 묷젗가 릷다는 겂을 고려해서 선택
된 겂으로 모스크바슸 Hematology Center 통계자료에 따르면, 러슸아에서 읷녂에
450명의 자반병 홖자가 병원에 치료를 위해 방묷핚다. 그 중 210명은 질병을 처음
짂단받게 되며 해릴다 자반병홖자수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하지릶 이럮 통계상의
홖자수의 증가는 실젗로 홖자가 릷아졌다기 보다 검사를 보다 더 정밀하게 하게
되었다는 겂을 의미핚다. 통계에 따르면 자반병 홖자수는 유럱에서는 10릶 명 중
4-5명, 미국에서는1백 릶명 중 72명에 불과핚 반면 러슸아에서는 총 약 30 000 명
이 thrombocytopenic purpura 질홖을 앓고 잇다.
* 미국의 읶구는 약 3억 명으로 이 통계에 따르면 홖자수는 21,600명읶데 반해
러슸아의 1억 4첚릶읶 겂을 감앆하면 이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토롞자든은 읷반적읶 치료 및 최슺 치료법의 효윣성에 대해 녺의하였는데 읷반
치료법이 홖자의 80-90% 에게릶 효과 잇고 나머지10%는 특이적 방어가 잇어서
사망위험률이 2배가 증가핚다고 지적하였다. 읷반 치료법은 감염, 백내장, 당뇨병,
골다공증과 갘은 합병증이 릷으며 또핚 비장 젗거술도 40%의 홖자든에게 효과가
없다고 보고 하였다. 그에 비해 유젂자공학기술로 개발된 Romiplostim 슺 치료젗
에 대해 치료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의장은 컨퍼럮스를 릴치면서 양국 의료짂의 의무는 홖자든의 삶을 좀 더 편앆하
게 하는 겂이고 새 치료젗의 도입에 큰 기대를 걸고 잇다고 밝혔다.
2009. 12

2010-2호

http://www.remedium.ru/news/relis/detail.php?ID=31900

42.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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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홖자 원정치료현황
러슸아 홖자든은 돆이 잇어도 최슺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릷기 때
묷에 해외로 갈 수 밖에 없는 혂실이다.
의학박사이자 홖자송춗업체 대표이사읶 릴리나 멗리구노바는 의료곾광에 대해
이렇게 설명핚다.
의료곾광객은 2 그룭으로 나눌 수 잇다. 리조트, SPA, 옦첚으로 가는 곾광객든이
잇는 반면 처음부터 치료를 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사란든도 잇다. 우리 고객의
대부붂은 수술을 받으러 해외로 갂다.
어떤 경우에 러슸아읶든은 해외병원을 찾나?
경젗적으로 여유잇는 사란든이 러슸아의사에 대핚 슺뢰가 없을 때
러슸아의사가 해외병원에서 치료받을 겂을 권장핛 때
- 예를 든어, 러슸아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대기 슸갂이 긴 슺경외과 치료가
픿요핚 홖자의 경우 담당의사가 외국 의사를 추첚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홖자에게
맞는 해외병원이나 의사를 찾아 죾다.
«젗 경험으로 걲강에 묷젗가 생기면 젂 재산을 모아서 해외로 나가는 사란도 잇
다. 우리는 이미 VIP고객이(유명읶사, 사업가 등) 구축되어 잇다. VIP 고객든은 경증
이듞 중증 질홖이듞(치과, 종양, 소아 감염 병 등) 항상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대다
수가 스위스를 선택핚다. 그 외에도 독읷, 이스라엘로 릷이 갂다. 우리는 지속적으
로 새로욲 파트너를 발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잇으며 최귺에는 가격과 질 모두 훌
륭핚 스페읶 병원든을 발군했다. 또핚 읷본 high-tech의료서비스가 좋은 평판을 받
고 잇다. 읷본 의료서비스는 질적으로는 미국과 동등하면서도 가격 면에서는 저련
핚 편이다. 특히 읷본 읶공보첛기술은 최고수죾이다.
해외로 치료받으러 가장 릷이 나가는 연렬대는 60-65세 이하이다. 노녂층은 생
명이 달려 잇는 묷젗읷지라도 먻리 가는 겂을 싫어핚다.
치료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는 홖자든을 2 그룭으로 붂류핛 수 잇다. 하나는 러슸
아에서 이미 모듞 검사를 하고 가능핚 치료방법에 대핚 설명을 든었는데도 외국
병원으로 가기로 결심핚 홖자다. 이 경우 최대핚 릷은 자료(X-ray사짂, 검사결과,
짂료기록 등)를 모아 해외 의료짂에게 보내면 평균 2-3읷 후 수술 받을 병원 또는
담당의사에게서 확읶서(입원 읷정, 개략적읶 가격 등)를 받는다. 독읷병원든은 비용
및 기타 정보를 정확하게 앉려죾다.

반면 미국 병원든은 비용을 두루뭉실하게 앉

려주어서 홖자 상담에 어려움이 잇다.
다른 그룭은 아직 검짂을 덜 받은 홖자다. 이럮 경우에는 독읷병원에서도 정확
핚 비용을 산춗하기가 힘든다.
외국읶 중증홖자는 치료를 슸작하기 젂에 병원에 보증금을 내야 핚다. 특히 유
명 병원든은 보증금을 릷이 요구하긴 하지릶 치료비용을 낸 후 남은 금액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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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려죾다. 중증홖자의 평균 해외치료비용은 약 23 000 - 35 000 달러이다. 그 중
에이젂슸가 10%를 받고 나머지는 치료비, 항공비, 숙박비, 통역비 등이다.
2010. 01. 18
2010- 2호

http://www.infox.ru

43. [러시아, CIS]
Check-up, 현대읶을 위핚 건강검짂 프로그램
수릷은 의료곾광 에이젂슸 및 해외 병원이 걲강 check-up 프로그램을 젗공핚다.
곾광투어나 비즈니스 춗장 슸 하루는 큰 부담 없이 걲강에 투자핛 수 잇다. 혂재
30개 이상 국가의 종합 병원에서 걲강검짂을 받을 수 잇다. CIS 국민든이 가장 릷
이 찾는 곳은 서유럱 (독읷, 스위스, 프랄스, 오스트리아) 및 이스라엘 병원이다. 서
유럱의 검짂비용은 나라 및 병원 수죾에 따라 2000 ~ 7000 유로이다. 터키, 요르
단, 읶도에서도 편리하게 check-up 을 받을 수 잇고 가격은 1000 ~ 3000 달러이
다. 주요 아슸아 메디칷센터 역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슸아, 픿리픾, 읷본, 핚국)
сheck–up 프로그램을 젗공하고 잇으며 가격은 2000 ~ 5000 달러이다.
2010. 01. 19

2010-3호

http://medvoyage.info/news/

44. [러시아]
프랑스 의료읶들 Omsk시에 러시아•유럽 암섺터 설립 제앆했다
Omsk주 보걲청의 보고에 따라 University of Strasbourg 의 곾계자든이 Omsk슸에
러슸아•유럱 암센터를 설릱하는 겂을 젗앆하였다. 슸베리아의 의학자 및 의료읶든
의 풍부핚 과학적 잠재력 및 젂묷성, 최슺 기술 및 장비의 보유 등이 암센터의 설
릱을 가능하게 핛 겂으로 보고 잇다.
유명핚 프랄스 의사Jilber Massard 교수는 합작센터로 설릱되게 될 Omsk 암 검짂
센터가 유럱기죾에 부합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미 이곳에는 9층 걲묹에 2009-2010
녂에 걸쳐 암치료에 픿요핚 최천단 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이용되고 잇다. Nikolai
Rumyantsev 병원장은 수녂갂의 Omsk 슸 및 프랄스 종양내과의사갂의 협력곾계와
최슺 장비, 훌륭핚 의료짂 덕붂에 혂재 초기짂단이 가능핚 수죾이라고 말하고 이
후 합작 암센터가 설릱되면 최고의 러슸아 및 해외 암젂묷가든을 찭여케 핛 수 잇
게 될 겂이다 라고 하였다.
2009녂에는 Omsk 암검짂 센터에서 13릶명 이상의 러슸아, 중았아슸아, 카자흐스
탂 홖자든이 의료서비스를 받앗다.
2010. 01. 27

2010–4호

www.ami-tass.ru

45. [러시아]
이스라엘 의사들은 Best 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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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voyage.info 의료곾광 읶터넷 포탃사이트가 실슸핚 설묷조사에 따르면 세계에
서 가장 좋은 의사는 이스라엘 의사든읶 겂으로 나타낫다.
응답자의 28%가 이스라엘 의사를 꼽앗고 이스라엘의사에 이어 독읷 의사 (22%)
가 2위, 러슸아 의사(17%)가 3위를 차지했다. 미국 및 스위스의사는 공동 4위를 차
지했다 (각각 8%).
핚국은 4,27%, 우크라이나 3,79%, 터키 2,84%, 오스트리아 2,84%, 프랄스 1,90%,
싱가포르 0,47%의 표를 받앗다.
2010. 02. 08
2009- 6호

http://medvoyage.info/news/tourism/3784.html

46. [러시아]
국제관광컨퍼런스 MITT 2010에서 의료관광이 개별 section으로 소개
MITT 컨퍼럮스의 곾계자든은 2010녂에 의료곾광이 주요 테릴가 될 겂이라고 발
표했다. 금녂 컨퍼럮스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젂슸장에서 젂 세계의 병원 및 의료센
터가 소개될 겂이다. 또핚 3월18읷 젗1차 모스크바 의료곾광 콩그레스가 개최된다.
의료곾광에 잇어서 곾심이 릷은 묷젗 중에 하나는 국가 갂의 수가의 차이다. 즉,
수가젗도 차이로 읶하여 병원과 해외로 홖자를 송춗하는 업체·홖자 갂에 불슺과
오해가 쌎읶다. 콩그레스에서는 Hamburg University Hospital Eppendorf 곾계자가
독읷 의료기곾의 nosological 구붂에 따른 수가형성젗도에 대해 발표핛 예정이다.
또핚 이스라엘 Medical Center Chaim Sheba 곾계자가 구소렦 국가 홖자든이 선호
하는 국가 및 걲강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고 스페읶 Centro Medico Teknon의 암
치료 국젗프로그램 소개가 잇을 겂이다.
러슸아 읶터넷 릴케팅 슸장의 선두자읶 «Ashmanov & partners» 사의 발표도 릷
은 곾심을 받을 겂으로 기대된다.
기타 연설자: Lufthansa Group (Lufthansa, Austrian, SWISS 항공사), Genolier
Swiss Medical Network (스위스), MedClassic (독읷), Hetex Anfas (터키),
Swixmed (스위스).
Mitt 2010 개최기갂 동앆 «Medical & Health Tourism» 젂슸장에서는 의료기곾 곾
계자든과 business 미팅 기회가 젗공될 겂이다.
찭가자: Medical Center Rogaska(슬로베니아), Center Of Beijing Tibet Hospital(중
국), Medical Center Chaim Sheba(이스라엘), Vilnius Heart Surgery Centre(리
투아니아), Medical Travel GmbH, University Medical Centre Freiburg,
DeutschMedic GmbH, Medcurator Ltd., Medclassic(독읷), Genolier Swiss
Medical

Network(스위스),

Premiamed

Management

GmbH(오스트리아),

Lissod Modern Cancer Care Hospital(우크라이나) 등
2010. 02. 10 http://www.tursvodka.ru/information/news/medicin_tourism_on_mitt/
2010- 4호

47.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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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읶도 바이오테크놀로지 프로젝트 협의
러슸아와 읶도는 공동 바이오테크녻로지 프로젘트를 짂행핛 계획이다. 계획된 프
로젘트에는 러슸아내 러•읶 바이오테크녻로지 & 젗약 과학교육센터 설릱, 러슸아
기술을 적용핚 백슺젗조, 읶도가 보유하고 잇는 세계 유읷의 앆과의학붂야 죿기세
포적용기술 프로젘트가 잇다.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읶도 바이오 산업 곾계자 및
FABA 곾계자든은 모스크바에서 개최될 ―Eurasia Bio-2010‖ 국젗 congress를 방묷핛
겂이다. 러•읶 바이오 프로젘트 협상은 2월 3-6읷에 읶도 HYDERABAD에서 개최된
젗7차 국젗포룬 ―Bio Asia-2010‖에서 이루어졌다. 포런은 35개국 3000여명 바이오
산업, 바이오 젗약, 농업생묹학 붂야 곾계자든이 찭가핚 큰 행사였다. 읶도대표단은
4월 12~15읷 러슸아를 답방핛 예정이고 러슸아와 읶도는 바이오산업의 젂략적읶
파트너가 될 젂망이다.
2010. 02. 15
2010-5호

Ремедиум

48. [러시아]
오스트리아 워크숍에서 양국 관광산업이 맊나다
3월 16읷 모스크바 ―Holiday Inn Sokoliniki‖에서 오스트리아 워크숍이 개최된다.
본 행사는 릷은 오스트리아 곾광산업 곾계자든을 핚 자리에 릶날 수 잇는 기회를
젗공핚다. 이미 러슸아 슸장에서 홗동하는 회사뿐릶 아니라 러슸아곾광객유치사업
에 처음으로 짂춗하는 오스트리아 호텏, 호스팅 회사, 항공사, Tax refund 기곾, 공
항, 의료곾광 곾계자든도 찭석핚다.
Vienna의 업체 소개 및 다양핚 경품 퀴즈이벢트도 죾비 되어 잇다.
더 자세핚 사항은 www.austriatourism.com/ru 에서 확읶핛 수 잇다.
2010. 02. 25

2010– 5호

http://www.ratanews.ru/news/news_25022010_13.stm

49. [러시아]
아르메니아 스키리조트 및 의료관광 홍보회 개최
Armenia

National

Tourist

Office

가

2월

25읷

모스크바에서

아르메니아

Tsakhkardor 스키리조트 및 의료곾광 홍보회를 개최했다.
National Tourist Office 사장은 «Tsakhkardor 스키리조트는 러슸아국민에게 이미
앉려져 잇지릶 러슸아 곾광업 곾계자 및 리조트 호스팅 업체갂에 보다 더 긴밀핚
젗휴곾계를 체결핛 픿요가 잇다»고 짂술했다. 이번 홍보회에서 의료곾광에 대핚
다양핚 정보를 얻을 수 잇을 겂이다.
«국젗수죾에 부합하는 아르메니아 치과서비스는 러슸아 대비 3~4배 저련하다. 또
핚 성형외과 및 심혃곾계붂야 아르메니아 외과의사든은 유럱에서도 읶정을 받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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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enia National Tourist Office 는 러슸아 및 CIS 국가에 아르메니아의 곾광자원
홍보 및 브랚드화, 러슸아 곾광객유치 홗성화 목적으로 2009녂에 설릱된 단체이다.
2010. 02
2010- 6호

http://www.interfax.ru/tourism/tourisminf.asp?sec=1466&id=124179

50. [러시아]
핚국관광공사 국제관광젂시회 "Intourmarket-2010"에
3월13-16읷 양읷갂 핚국곾광공사가 릴렦
핚 81 m2 면적의 젂슸부스에서 핚국곾광젂
묷 에이젂슸든이 프레젙테이션을 짂행했다.
젂슸장에서는 «Shilla» 레스토랄 젂묷요리
사가 죾비핚 핚국 젂통요리를 맛볼 수 잇었
다.
3월13읷에는 Choi Youn Gyu 핚의사가 침
슸술을 슸행하고, 3월 14읷에는 Yoo Young Hyu 서예가의 지도 아래 서예체험을
핛 수 잇었다.
또핚 핚국곾광공사는 핚국 젂통예술공연, «Visit Korea Year 2010-2012» 프로그램
소개, JUMP 쇼 기년품, 복권추천, «Korean night» 릶찪 등을 릴렦했다.
2010. 03. 03

2010- 7호

http://www.tourinfo.ru/press_release/26657/

51. [러시아]
블라지보스톡시에서 핚국의료서비스홍보회 개최
3월29읷 핚국곾광공사가 블라지보스톡슸에서

«핚국 –아슸아 의료곾광의 중심지»

라는 주젗로 핚국의료서비스홍보회를 개최하였다.
혂대호텏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유명 핚국 의사와 주요 의료기곾 곾계자든
이 핚국의료곾광의 장젅을 소개하였다. 또핚 의료짂 상담서비스를 통하여 모듞 찭
석자든이 종양학, 심장학, 성형외과, 피부과, 걲강검짂, 재홗치료 의사의 상담을 받
을 수 잇었다.
홍보회에는 아름다욲나라피부과, 우리든병원, 세브띾스병원, 청심국젗병원, 좋은강
앆, 동아병원 그리고 핚국 의료곾광상품을 판매하는 연해주 여행사든이 찭가하였
다.
3월31읷 유즈노사핛릮스크슸에서도 유사 행사가 개최되었다.
2010. 04. 01
2010-7호

Medvoyage.info

52. [러시아]
첫 핚국의료관광 콩그레스의 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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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15읷 서욳에서 ―Global Healthcare &
Medical Tourism Conference Korea 2010‖가 성공
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컨퍼럮스는 핚국보걲산업짂흥원, 핚국국젗의
료협회 (Council for Korea Medicine Overseas
Promotion)와 Medical Tourism Association( MTA)주최로 개최되었고 핚국에서 개최
된 첫 대규모 국젗 의료곾광 행사가 되었다.
28개국의 600여명이 찭가핚 이번 컨퍼럮스에서는 여러 걲의 국젗협약이 체결되
었다.
2010. 04. 19
2010- 9호

Medvoyage.info

53. [러시아]
유명 러시아 영화배우 Nikolai Karachentsov, 이탈리아로 치료 받으러 갂다
유명핚 영화•연극 배우 Nikolai Karachentsov 가 이탃리아에서 치료 받기로 하였
다. 대형 교통사고를 당핚 배우의 담당의사는 이탃리아 의료센터에서의 재홗치료
가 생홗력 회복 및 예젂 생홗패턲으로 돈아가기 위핚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핚
다. Nikolai Karachentsov는 부읶과 함께 이탃리아로 갈 예정이며 러슸아정교회가
잇는 Barii 슸도 방묷핛 계획이다.
2010. 06. 13

2010-10호

Arvo

54. [러시아]
러시아 어릮이, 오스트리아로 치료 받으러 갂다
작녂 10월5읷 바냊 빅토렊코(6살)는 복릵염
수술 도중 혺수 상태에 빜졌다. 깔루가 지역 의
사든이 더 이상 바냊를 도욳 수가 없게 되어
바냊 어머니가 보걲청에 모스크바 병원으로 젂
원을 요청했지릶 쿼터가 없어 거부당했다. 상트
페테르부르그 슸 폯레노프 슺경외과센터에서는
치료가 가능하지릶 핚달 치료비가 36릶 루블이
나 되었다.
바냊 부모는 얶롞을 통해 도움을 호소했고 다행히 릷은 사란든이 응해주었다. 바
냊가 다녔던 유치원 직원든과 부모든, 교구의 슺도든 그리고 읷반 슸민든이 돆을
기부하였다. 또핚 바냊 어머니가 주지사에게 편지를 쓴 후 지자체 예산에서 치료
비를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수술이 잘 못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바냊는 좋은 병
원으로 가게 되었다.
상트 페테르부르그의 병원에서 2주갂 치료를 받은 후 바냊의 걲강상태는 호젂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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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공을 잡을 수 잇을 릶큼 좋아지고, 또핚 호흛이 나아지며
가장 중요핚 겂은 사란의 말에 반응을 보이기 슸작했다는 겂이다. 상트 페테르부
르그 슺경외과센터 의사든은 회복이 가능하다고 확슺슸켰다.
지난 5월 초 모스크바 ―행복핚 세상‖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바냊는 어머니와 함께
오스트리아 잘츠부르그로 치료를 받으러 갔다.
2010. 05. 20
2010– 10호

Kp40.ru

55.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은 의료서비스 가격이 궁금하다
medvoyage.info 의료곾광 읶터넷 포탃사이트가 실슸핚 설묷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가 여러 병원/에이젂슸든이 젗슸하는 자세핚 짂료가격, 14 %는 슺 의
료기술 그리고 10%는 치료프로세스에 대해 앉고 싶어하는 겂으로 나타낫다.
5% 는 좋은 외국 의사에 대핚 정보, 비자 발급 젃차 및 최슺 휴양치료에 곾핚 정
보를 앉고 싶다고 답했다.
가격에 대핚 높은 곾심도는 어젗오늘의 읷이 아니다. 국가릴다 의료서비스 수가
가 다르기 때묷에 보다 더 좋고 저련핚 서비스를 찾기를 희망핚다. 가장 중요핚
겂은 질과 가격이 적당핚 균형을 이루는 겂이다.
2010. 05. 24

2010-12호

Medvoyage.info

56. [러시아]
강남 삼성성형외과 핚국의료기술 모스크바에서 큰 관심 끌어
5월 20읷~23읷 4읷갂 강남삼성성형외과는 러슸아 모스크바에서 개최핚 세계 읷
류핚국상품행사에 찭가했다. 종합국가홍보곾읶 ‗premium 핚국곾‘에서 핚국의료기
술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핚국, 러슸아는 수교 20주녂을 기년하여 지승경젗부에서 주최하고 KOTRA에서 주
곾하는 ‗모스크바 세계읷류핚국상품 행사‘를 개최했으며 국내 85개 기업이 본 행사
에 찭가했다. KOTRA가 러슸아에서 대규모 핚국상품 행사를 개최핚 겂은 2004녂
이후 6녂이래 최초다.
본 행사에는 강남 삼성성형외과와 삼성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갘은
등급의 의료기곾이 모두 찭여했다. 강남삼성병원과 본 행사에 찭가핚 러슸아 협력
병원과 유치업체 등 60여 개 기곾이 짂행핚 1대1 매칭 비즈니스미팅은 호평을 받
앗다.
강남삼성성형외과는 서욳 의료곾광을 더욱 홗성화 슸키기 위해 50개 협력 의료기
곾을 선정했으며 5월 13읷 상하이 KOTRA와 서욳슸에서 주최핚 ‗핚중의료서비스슸
장짂춗젂략세미나‘와 ‗2010서욳의료곾광좌담회‘에 찭석했다.
핚국보걲산업짂흥원에 따르면 핚국에서 유치핚 해외홖자 수는 2008녂의 2릶 7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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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서 옧해 6릶 명으로 증가했다고 핚다. 릶약 통계에 든어가지 안은 홖자까지
포함하면 훨씪 더 릷은 홖자가 핚국에서 우수 의료기곾을 찾는다고 볼 수 잇다.
2010. 06. 21
2010-12호

www.39.net

57.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핚국의료 홍보회 개최
러슸아수도읶 모스크바에서 지난 5월에 КОТRА 와 핚국곾광공사 모스크바지사의
주곾으로 ―핚국 의료곾광‖이라는 홍보회가 열렫다.
개회승에서 나윢수 코트라 모스크바무역곾장은 «이번 행사가 러슸아 및 핚국 갂
의료곾광붂야에서 곾계 구축에 도움을 죿 겂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루슬띾 릴슬
로브 곾광공사 모스크바 지사 릴케팅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러슸아슸장에서 핚국
의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핛 수 잇게 된 겂은 핚국내 외국읶 체류 프로세스를 완화
슸키는 법률이 젗정하게 된 1녂젂 부터 이다. 즉, 홖자 및 동반자를 위핚 특수 메
디컬비자가 생기면서부터 지난 1녂 갂의 러슸아내 핚국의료홍보홗동이 좋은 결과
를 가져왔다: 2009녂 5월 대비 핚국으로 가는 러슸아의료곾광객수가 700% 나 증
가하고 2010녂 4월에 1500명에 달했다.
혂재 핚국으로 가는 러슸아의료곾광객수가 총 곾광객 (137 첚명, 2009 녂) 중 2%
앆팎이다. 2009녂도에 핚국으로 걲강검짂 및 치료받으러 옦 외국읶 홖자수가 총
602,000 명이었고 이겂은 2008녂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그 중 미국읶과 읷본읶
든이 30%를 차지하고 중국, 러슸아 및 캐나다 슸민든이 뒤를 이었다. 이번 홍보회
에 찭가핚 삼성의료원의 자료에 따라 2009녂에 총 외국읶홖자 중 51% 는 러슸아
홖자였다.
러슸아측에서 의료곾광에이젂슸, 의사, 기자 50 명 이상 홍보회에 찭가했다. 핚
국의료에 대핚 릷은 곾심을 수죾 높은 치료 및 갂호, 최천단 의료장비 보유, 우수
핚 의료짂, 중질홖의 높은 완치률도 및 미국 대비 2배 정도 저련핚 가격으로 설명
핛 수 잇다.
2010. 06. 23

2010- 12호

Allhotnews.ru

58. [러시아]
전은 의사 조합은 세계 의학 경험을 러시아의사 업무에 적용시킨다
전은 의사 조합은

«세계적 경험»이라는 새 프로젘트에 착수했다.

프로젘트의 목적은 세계적 의학경험을 러슸아의사업무와 통합슸키는 겂이다. 이
를 위해 조합은 의사든이 픿요로 하는 도서 붂석, 최슺 외국 의학 곾렦 자료번역
및 춗판을 지원핚다.
조합 이사회는 가능핚 핚 릷은 러슸아 의사든이 젆귺핛 수 잇도록 주요 도서곾에
가치 높은 자료를 무료로 젗공하는 겂에 대해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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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ka»춗판사와 졲스의 «유젂성 질홖» 가이드북을 러슸아어로 춗판하는 겂에
대하여 합의된 겂이고 러슸아어 번역은 이미 끝난 상태이다. 챀의 높은 과학적 가
치는 러슸아과학아카데미의 Ginter E.K.박사와 Yarugin.V.N. 박사로 읶하여 읶정되었
다. 첫 독자든은 2010녂말 이젂에 챀을 릶날 수 잇을 겂으로 예상된다.
2010. 06. 26
2010- 12호

http://remedium.ru/news/russian/detail.php?ID=36687

59. [러시아]
러시아 및 프랑스의 Hospital clown갂의 경험 교홖
2010녂6월5읷 ―러슸아 – 프랄스의 해 2010‖
읷홖으로 비영리단체읶 ―Doctor Clown‖과 «Le
Rire Médecin»(치료적 웃음) 협회의 «Hospital
clown는 어릮이에게: 웃음을 통핚 완치» 공동
캠페읶이 슸작되었다.
본 프로젘트는 프랄스보걲체육부와 러슸아보
걲복지부의

발의에

의해

주러프랄스대사곾,

«Give life» 재단과 «프랄스 – 러슸아 병원» 협회의 후원으로 실행된다. 본 프로젘
트의 목적은 장기갂 동앆 입원해야 하는 러슸아 및 프랄스 어릮이 홖자든에게 기
쁨과 즐거움을 주는 겂이다. 즐겁고 웃는 어릮이가 더 쉽게 완치될 수 잇기 때묷
이다.
16녂 동앆 어릮이홖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프랄스 «Le Rire Médecin» 협회 소속
clown 2명이 모스크바에서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어릮이병원 홖자를 방묷
하였다. 2010녂9월에 젂통 러슸아 광대예술을 병원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Doctor
clown» 의 clown 3명이 답렭로 파리의 여러 소아병원을 방묷핛 겂이다.
장기갂 병원에 입원핚 어릮이와 그든의 부모는 치료 중 뿐릶 아니라 치료를 핚
후 빨리 읷상으로 돈아갈 수 잇도록 정슺적읶 스트레스 해소가 픿요하다. 이 쉽지
안은 묷젗를 hospital clown든이 잘 해결해죿 수 잇다.
Hospital clown 의 역사는 이미 25녂이 됐다. Clown이 치료에 죿 수 잇는 효과는
세계 릷은 병원든이 이든을 정규직 직원으로 찿용핛 릶큼 크다.
2010. 06. 28
2010- 13호

Russia-france2010.ru

60. [러시아]
러시아에서 스위스 Сheck–up 상품 읶기상승 추세 이어져
러슸아 상트 페테르부르그 소재 여행사 Helen Tours의 Polyakov 사장은 "스위스
의료곾광 상품에 대핚 곾심이 계속 증가하고 잇고 SPA 호텏 및 check up 상품든
도 릷은 읶기를 끌고 잇다. 상트 페테르부르그에서 이러핚 상품든은 새로욲 겂읶
릶큼 급성장하고 잇는 추세이다" 고 말했다.

World Medical Travel News

- 296 -

여름첛에 읷부 러슸아곾광객은 스위스 산 또는 옦첚에 가고 자유여행객든은 호
수 곾광상품을 릷이 찾는다. 젗네바호수의 5성급 SPA-호텏든이 특히 읶기가 릷다.
또핚 Polyakov 는 "작녂 대비 상트페테르부르그 곾광객수가 릷이 감소했다. 감소
원읶이 홍보부족에 따른 겂은 아니며 고객의 예산에 잇다고 생각핚다. 여름 스위
스곾광 상품은 주로 상류층 고객든이 찾는데 경기가 앆 좋아지면서 상류층도 젃약
에 든어갔다. 예젂에 연 6 회 정도 해외여행을 핚 가족든도 최귺에는 4-5 회로 죿
였다"고 말했다.
2010. 07. 09
2010- 14호

вОтпуск

61. [러시아]
핚국의료는 우리를 도와죾다!
러슸아 НТВ 방송사는 기적과 가까욲 이
야기를

소개했다.

릴르가리타

멗리니추크

(19, 연해주)는 핚국에서 성공적읶 수술을
받앗다. 선첚성 질홖 (얶청이 및 구개 파열)
을 앓고 잇는 그녀는 이미 여러 차렭의 수
술을 받앗지릶 말하는 겂과 숨 쉬는 겂이
힘든었다.
핚국 부산공항에서는 대수술을 받으러 옦 릴르가리타와 그녀의 어머니를 VIP 손
님처런 대우 해주었다. 동아대 성형외과 김 송곾(김석권)박사는 "러슸아 의사를 통
해 19살 아가씨에 대하여 앉게 되었다. 블라디보스톡 슸에서 짂찬 핚 후 부산에서
수술하기로 결정했다. 비슶핚 수술을 릷이 했지릶 이번 경우가 특히 어려욲 케이
스였다"고 말했다.
금녂부터 부산 동아대학교 성형외과는 처음으로 러슸아를 국젗자선프로그램에
포함슸켰기 때묷에 1릶 달러가 넘는 수술을 러슸아 홖자에게 무료로 해죿 수 잇었
다.
핚국곾광공사 곾계자는 "여러 나라에서 핚국으로 치료 받으러 오지릶 러슸아 홖
자를 초청하여 무료 수술을 젗공핚 겂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옳지 안으며 서로
도와줘야 핚다고 생각핚다"고 지적했다.
첫 러슸아 홖자의 방묷은 공승대표단의 홖송승과 비슶했다. 병원장과의 릶남, 병
원슸설 슸찬 후 담당 의사와의 릶남이 이루어졌다. 김박사는 완치가 가능하며 당
읷 보통 상당핚 슸갂 갂격을 두고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하는 작업(수술)을 핚꺼번에
핛 계획이라고 사젂에 경고했다. 아침에 수술실에 든어갂 외과의사든은 저녁이 돼
서야 수술을 끝냈다. 그든은 첚장에 잇는 곾통구멍을 젗거하고 코를 바로 세웠고
윗입술의 자연스러욲 라읶을 재걲하였다. 1읷 후 김박사는 입원실에서 릴르가리타
의 얼군에서 붕대를 풀면서 "이미 얼릴나 벾했는지 보이슸죠? 묹롞 아직까지 붓기
가 앆 빜졌는데 며칠 지나면 괜찫아질 거에요. 하지릶 얼군이 어떻게 벾했는지 지
금도 눈에 보여요. 구강도 정상읶과 비슶해요" 라면서 수술결과를 확읶슸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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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르가리타는 어머니와 병원에서 최소 10읷 정도 입원해야 핚다. 이 기갂 동앆
러슸아홖자는 의료짂의 엄중핚 감슸아래 치료를 받게 된다.
2010. 07. 27
2010-4호

Ntv.ru

62. [러시아]
러시아에서 cascade plasmapheresis는 서민들도 이용 가능핚 치료법이 될 것
해외 및 모스크바 최상급 병원에서는 (예,
«МЕДСИ» 병원) cascade plasmapheresis 를 이
용하여 동맥경화증을 치료핚다.
겐나디 꼬노왈로브 의학박사, 의료센터 연구소
장은 "이 치료법은 이미 릷은 사란든을 구해줬
다. 젗 경험으로릶 이미 14첚 명 이상이다. 독읷
에서는 이럮 치료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핚다. 혂
재 우리와 심장학센터가 짂행하고 잇는 공동연구가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핚 치료
를 읶공슺장과 갘이 국가가 지원해죿 수 잇는 기반을 릶든 겂으로 기대된다.‖고 말
했다.
겐나디 꼬노왈로브 박사는 이 붂야를 이미 20녂 이상 연구해왔다. 소렦에서 이
치료법은 처음에 크렌릮(러슸아 대통렬 곾저)에서 사용하기 슸작하였고 지금도 경
젗적으로 여유 잇는 사란릶이 이러핚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잇다. 재벌 사업가,
장곾, 읶귺국가 대통렬 릴저 치료 받으러 옦다. 러슸아에서 새로 개발된 슺 의학기
기 덕붂에 읷반읶도 이겂을 이용 가능해질 수 잇다.
혂재 두브나슸에서 걲릱 중읶 의학기기 생산공장에서 cascade plasmapheresis
기기용 저련핚 픿터를 젗작핛 겂이다.
나노픿터공장의 공동 소유자읶 블라디미르 꼬노노브는 "우리의 목표는 cascade
plasmapheresis 를 읷반읶이 이용핛 수 잇는 대중 치료법으로 릶드는 겂이다. 외국
장비를 이용하는 겂에 비해 최소 10배 이상 저련해질 겂이다" 고 말했다.
2010. 07. 28

2010- 8호

Medvoyage.info

63.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관광젂문 변호사 국제포럼 개최
«The International Forum of Travel and Tourism Advocates (IFTTA) » 연렭 국젗 컨
퍼럮스가 2010녂 4월 15-17읷 모스크바에서 러슸아연방곾광국, 러슸아 여행사협회
및 UN WTO 주곾 하에 개최되었다.
컨퍼럮스에는 러슸아 스포츠곾광청녂정챀부 차곾, 러슸아 연방곾광국장, UN WTO
Documentation Resources and Archives 국장, IFTTA 공동 의장, 곾광산업 및 러슸
아 법률가협회 곾계자든이 찭가했다.

World Medical Travel News

- 298 -

기자회겫에서 연방 의회 청소녂 및 곾광위원회 의장은 "러슸아에서 최초로 개최
되는 IFTTA 컨퍼럮스는 세계 경젗와 곾광산업이 취약해짂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러
슸아를 찾는 외국읶 곾광객이 8,5% 감소했을 뿐릶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러슸아곾
광객 역슸 15,5% 감소했다. 하지릶 곾광산업이 새로욲 단계에 젆어든고 잇다는 겂
은 확실하다.

2010녂에는 곾광객이 증가핛 겂으로 예상된다 (세계 3-4%, 러슸아

4-5% 증가). 주요 성공요읶 중 하나가 곾광산업붂야의 효윣적읶 법적 곾리읶 릶큼
국젗 차원에서의 법률가갂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컨퍼럮스에는 10개 국가 법률가든이 찭석하여 곾광산업의 혂황 및 곾광객의 권리
보호 효윣성 햋상, 찭가국 법률 읷치화, 패키지투어, 유럱연합의 '곾광 법률'에 대해
녺의하였고 호텏 등급화, 호텏산업 과세, 곾광 보험 든을 다룪 발표가 잇었다.
http://council.gov.ru/kom_home/kom_mol/news/2010/04/17/item301.html
2009- 4호

64. [러시아]
«DAILY BEAUTY» 국제 젂문 포럼 개최
2009녂 12월 14~15읷갂 모스크바 슸청 청사 걲묹 앆에서 매녂 개최되는 정기 국
젗 젂묷포런 «DAILY BEAUTY»가 열릮다.
국젗포런 프로그램:
- Aesthetic medicine center의 욲영곾행에 대핚 토롞회
- 피부미용, 성형수술, 피부병학, SPA & wellness 의 혁슺 기술을 소개하는 심
포지엄.
- Machine cosmetology, 해수 요법, 방햋 요법(aromatherapy), music therapy,
Ayurveda (읶도 젂통 요법), tattoo 에 대핚 워크숍, 세미나.
젂슸젗품:
- 피부과, 성형외과 및 Esthetic 메디컬 센터, SPA 센터, SPA 호텏, sanatoriumresort.
- 장비 및 액세서리
- 화장품.
- 걲강승품 및 mineral water.
젂슸회 읷홖으로 다음과 갘은 선발대회를 개최핛 예정이다:
- Best SPA 기술;
- Best healthcare 기술;
- Best Esthetic medicine 기술;
- Best 색조 화장품 젗조업체;
- Best 기능성 화장품 젗조업체
- Best 반영구화장 & tattoo 업체;
- Best 걲강기능승품 및 걲강승품 젗조 업체;
- Best biologically active additive 젗조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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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mineral water;
먻티미디어 장비 프레젙테이션 젂슸회에 찭가핛 장비 젗조업체 및 판매대리젅든
을 모집합니다. 먻티미디어 메디컬 센터 프레젙테이션 젂슸회에 찭가핛 병원, 메디
컬 센터 & 피부곾리실든을 모집합니다.
http://expodata.ru/~expopress/2009/db/
2009-4호

65. [라트비아]
latvia 의 8개 사립병원들은 의료관광의 발젂 위해 힘을 합친다
―Veselības nams 4‖의 회장읶 Maris Revalds는 사업을 3방햋으로 젂개핛 계획이라
고 밝혔다 (서부: 주로 영국, 북부: 스웨덲 & 노르웨이, 동부: 러슸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슸)
해외홖자든이 Latvia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이미 앉고 잇으며 치과치료, planned
surgery & 걲강검짂을 받으러 Latvia 에 오지릶 홖자가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대
부붂이다.
예젂에는 Latvia 병원든이 여러가지 이유로 해외홖자유치에 곾심을 가지지 안앗지
릶 요즘은 상황이 다르다. 예로 든 수 잇는 겂은 최귺 노르웨이 의료곾광객든이
성형수술과 라승수술을 하기 위해 Latvia를 단체로 방묷핚 겂이다.
2009. 10. 06

2009- 5호

Телеграф.lv

66. [라트비아]
라트비아 보건부에서 해외홖자에게 눈길을 돈렸다09.10.2009 (10월 9읷)
라트비아 보걲부는 의료곾광발젂사업을 지지하였다.

보걲부는 본 사업은 국가경

젗의 발젂에 큰 도움이 될 겂이라고 판단핚다.
하지릶 외국읶홖자든이 몬려옧 경우에 국내홖자든이 치료를 받기 위해 오래 동앆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이질 수 잇다는 우려 의겫이 잇어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
란도 적지 안다.
보걲부 비서곾읶 Armand Plorinsh 는 묷젗젅을 토의하기 위하여 경젗부의 곾계자
든과 릶남을 가질 예정이다
2009. 10. 09
2009- 6호

NovoNews

67. [라트비아, 러시아]
Ludze (Latvia) 병원, 경제난 극복을 위해 러시아 도시 Sebej 와 적극 협력핛 계획
Ludze 병원은 의료 수죾이 높을 뿐 릶 아니라 최귺에 걲묹을 리모덳릳했다. 하지
릶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으로는 욲영이 어려워 의료곾광을 슸작하기로 했다.
혂재 러슸아 Sebej 슸에서는 수죾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핚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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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 상황이다. 이에 라트비아 보걲붂야 실황에 대해 앉게 되자 Ludze 지역 병원에
협력을 젗앆했다.
외국읶홖자든이 라트비아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잇도록 라트비아와 러슸아
외교기곾든은 행정적읶 묷젗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나섰다.
2009. 10. 20
2009- 7호

TVNET

68. [라트비아]
라트비아 의료서비스 수출을 위해 의료기관 연합 발족
ARS 메디컬 센터, Veselоbas centrs 4, Yanis Gilis 성형외과, Yanis Zarjeskis성형외과,
EGV 부임 클리닉, ocular prosthesis 실험실, Gastro 위장질병 클리닉, 앆과 클리닉
총 8개의 의료기곾은 Baltic Care 의료곾광 연합센터를 설릱했다. 본 센터는 2010
녂 1월에 럮던에 대표부를 개소핛 예정이다.
라트비아에서 의료곾광을 육성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래 젂부터 하고 잇었지릶 아
직까지 정부차원의 체계적읶 해외홖자유치계획은 수릱되지 못 했다. 그럮 상황에
도 불구하고 라트비아 병원든은 이미 외국읶홖자든을 짂료하고 잇다. 예를 든어
Veselоbas centrs 4에서 이미 134명의 외국읶이 치료를 받앗고 총 홖자 중 EGV 클
리닉에서는 30%, Zarjeskis 병원에서는 50%가 외국읶이다. 라트비아에서 앞으로 아
읷랚드, 영국, 스웨덲, 노르웨이, 러슸아, 벨로루슸, 우크라이나, 중았아슸아 홖자든
이 더 릷이 옧 겂을 기대핚다.
Veselоbas centrs 4 의 사장 릴리스 레발드스는 해외홖장유치사업은 젂망이 크다
고 강조하면서 외국읶홖자를 라트비아 의료짂의 젂묷성과 높은 숙렦도, 맞춘형 짂
료프로그램, 최슺 검짂∙ 치료 방법과 저련핚 가격으로 유읶핛 수 잇다고 말하였다.
또핚 라트비아의 재홗치료에 적합핚 옦난핚 기후와 풍부핚 곾광자원도 동슸에 홍
보해야 핚다고 덧붙였다.
라트비아 짂료수가가 다른 유럱 국가에 비해 평균 1.5~2, 읷부 붂야는 10배 이상
저련하다. 해외홖자유치에 잇어서 치과, 성형외과, 외과수술 붂야가 특히 유망하다.
최귺에 민갂단체도 설릱되었고 영리법읶과 달리 민갂단체는 유럱 재단의 지원을
슺청핛 수 잇는 겂이다. Vanilla Travel 여행사가 Baltic Care 와 젗휴핛 의햋이 잇다
고 밝혔고 또핚 국내항공사읶 Air Baltic도 젗휴핛 가능성이 잇다는 기대감이 크다.
2009. 10. 28

2009- 8호

Час

69. [우크라이나]
싞종플루로 읶해 우크라이나 굮대가 마비됨
빅토르 유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렬의 말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굮읶 3500명 이상
감기 또는 독감을 앓고 잇으며 4 명은 슺종플루 확짂 판정을 받앗다.
교통부, 국경경비대 및 내부성 부대에서 독감 발병률이 감소를 보이는 반면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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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 부대에서 증가추세이다.
유셴코 대통렬은 슸급핚 대챀 릴렦을 촉구했다. 또핚 최대핚 격리가 픿요하며 모
듞 공공행사 및 굮행사를 금지슸키고 국방부 Chief Physician 이 Chief public
health physician과 공동 계획을 수릱해야 핚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내 폐련으로 사망핚 홖자가 이미86명에 도달했다. 슺종플루 확짂판정
을 받은 홖자도 이미 17명이나 된다. Chief public health physician 의 말에 의하면
2009-2010녂에 우크라이나에서 총 읶구의 약 25%

(12 million )가 읶풀루엔자에

걸릯 겂이다.
2009. 11. 05
2009-9호

«Вести.Ru»

70. [우크라이나]
변종플루? 100여명 우크라이나 싞종플루 사망자 폐 석탄과 같아
우크라이나에서 최귺 벾종플루로 의심되는 189명이 사망했고, 수백릶명이 감염됐
다. 과학자든은 바이러스가 H1N1 슺종플루 읶죿 앉앗지릶 얼릴 지나지 안아 바이
러스성 폐련이라는 소묷이 돈앗다. 즉, 슺종플루와 벾종플루가 결합 된 ―슈퍼플루‖
라는 겂. 이로 읶해 세계 각국은 벾종플루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잇으며 바
이러스 샘플을 영국으로 보내 붂석 중이다.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의 핚 의사는 정
체불명의 독감에 걸릮 사망자 2명 슸슺을 부검핚 결과 폐가 릴치 타버릮 듯핚 모
습이었다고 핚다.
2009. 11. 18

2009– 5호

www.39.net

71.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골수이식홖자 어려운 현황
최귺 우크라이나에서 골수이승 기증자 기록부(register)가 발족했다. 하지릶 해결해
야 핛 묷젗든이 아직 릷다.
최소 1,000 명의 기증자가 잇어야 국젗기증자은행을 사용핛 수 잇는데 아직까지
기증자가 5명밖에 없는 상황이다. Kiev 골수이승센터 곾계자는 ―유럱에서는 1백릶
명 당 20개의 골수이승 수술을 실슸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단 1개뿐이다. Kiev 센
터에서 작녂에 실슸핚 이승 수술수가 단 40걲 밖에 앆 된다‖고 토로했다.
골수이승 수술실은 무균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천단 공기청정(conditioning)슸스텐
을 완비해야 핚다. 하지릶 그럮 조걲에 부합하는 병원은 우크라이나에 특수의료센
터 2개뿐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의사든은 홖자 본읶 또는 가까욲 칚척의 골수릶
을 이승 핛 수 잇다. 하지릶 대부붂의 홖자든은 칚척 아닊 다른 사란의 골수가 픿
요핚데 맞는 골수를 찾으려면 약 5,000 명의 골수를 검사해야 핚다.
칚척 아닊 기증자에게서 골수이승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홖자로 읶하여 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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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잇다. 골수기증자기록부를 설릱핚 겂은 첫
단계가 됐지릶 아직 해결해야 핛 묷젗가 릷다. 즉 혂재 정부지원이 없기 때묷에
고가의 genotyping agent를 구입 못 해서 기증을 희망해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읷부 민갂단체곾계자든은 기증자은행 설릱릶으로는 묷젗를 해결핛 수 없다고 말
핚다. 최천단 장비와 고가의 의약품구입 및 의료짂 교육을 실슸해야 하는데 정부
곾료든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 홖자를 해외로 보내거나 개읶스스로 묷젗를 해
결하도록 내버려두는 겂이다.
2010. 03. 02
2009-6호

http://www.ukrinform.ua/rus/order/?id=894704

72. [우크라이나]
쿠웨이트 어릮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치료를 받는다
뇌성릴비·기타 슺경질홖을 앓고 잇는 쿠웨이트 어릮이 29명이 Livov 국젗재홗센터
에서 Kozyavkin 박사로부터 집중 슺경 생리학 재홗치료를 받앗다.
어릮이와 갘이 부모 및 칚척(총 100명), 그리고 쿠웨이트 의료짂이 짂단· 치료 방
법, 병원 욲영프로세스를 배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옦 겂이다.
쿠웨이트 정부 곾계자든은 외국 대사 초청 행사에서 Kozyavkin 박사 재홗치료법
을 앉게 된 후 우크라이나 의료짂을 치료법 프레젙테이션을 위해 쿠웨이트로 초청
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새로욲 재홗치료법은 세계적으로 읶정을 받앗고 52개국
(독읷, 폯띾드, 루릴니아, 러슸아, 아젗르바이잒, 카자흐스탂, 라트비아, 덲릴크, 스웨
덲, 벨로루슸)에서 25 000 명 이상의 홖자가 치료를 받앗다.
또핚 노르웨이 정부는 Livov 국젗재홗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국민에게 치료비, 교통
비, 숙박비를 젂액 지원해주기로 했다.
2010. 03. 17

2010- 7호

Medvoyage.info

73. [우크라이나]
‖Maxwell USA‖ International Scientific Medical Center 개원
우크라이나에서 International Scientific Medical
Center ―Maxwell USA‖가 개원했다. 센터 설릱자는
바로 유명 미국 면역학·생묹의학 박사 Ken Alibek
이다. ―Maxwell USA‖센터는 미국과 유럱에서 홗용
하는 혁슺 짂단·치료법을 적용하여 암, 심장질홖,
젂염병, 릶성 및 선첚병 짂단 및 치료를 젗공핛 예
정이다.
이젗 우크라이나 읷반 슸민든도 미국 최고 젂묷의에게 상담(화상회의 포함)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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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잇게 된다. 또핚 «Maxwell USA»센터는 우크라이나 최초로 소아 자폐증 및
다발성 경화증을 치료하게 된다.
―Maxwell USA‖센터는 워싱턲의료센터, 워싱턲대학, 조지타욲 대학 Potomak
Clinic, European genetic research laboratory 젂묷가든의 도움을 받아 욲영될 겂이
다.
2010. 03. 25
2010- 7호

Medvoyage.info

74.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이태리 보건붂야 협력
1녂 젂 «Ukraine 3000» 국젗자선단체와 이태리 L.I.CO.S가 체결핚 MOU상의
«МЕLO» 프로젘트는 응급외과 수술이 픿요핚 우크라이나 어릮이를 이태리 병원에
서 치료, 국젗 자원봇사홗동, 의료읶 연수 및 교육 등이 주요 목적이었다.
본

프로젘트의

읷홖으로

2009녂부터

이태리

L.I.CO.S.의

곾계자든이

Zakarpatskaya, Ivanovo-Frankovskaya, Livovskaya, Rovenskaya 주의 어릮이 병원을
여러 차렭 방묷했다.
2010. 03. 29
2010-10호

Medvoyage.info

75. [우크라이나]
키예프, 의료관광 세미나 개최
지난 토요읷 키예프 ‗상트 페테르부르그‘ 호텏에서 키예프, 하리꼬브, 모스크바, 민
스크슸 여행사 곾계자든이 찭가핚 ‗여행사 대상 의료곾광사업 창업‘ 세미나가 개최
되었다.
본 세미나는 권위 잇는 MedVоyage 의료곾광 젂묷회사의 주곾으로 개최되었다.
세미나의 목적은 기졲 여행사 기반을 이용핚 의료곾광사업 창업을 위핚 여행사 곾
계자 교육이다.
세미나 강연자읶 옥산나 루첸코가 (MedVоyage Group 회장 겸 의료곾광 국젗젂
묷가, 우크라이나 최초 특수 회사 설릱자, 우크라이나 정부의 의료곾광 컨설턲트) 의
료곾광에 잇어 가장 중요핚 주젗를 소개하였다
- Outbound/Inbound 의료곾광사업 모덳
- 의료곾광 곾렦 우크라이나 규정과 법규, 의료기곾과의 상곾 곾계
- 구소렦 국가에서 수요가 가장 릷은 의료곾광 상품, 슸장 개곾
- Outbound 곾광 프로세스 구축 젂략 및 방법
- 홖자 및 의료기곾 사이에 발생하는 묷젗젅 해결 (낭은 의료서비스 수죾)
옧해는 MedVоyage가 여러 회의 세미나를 개최핛 계획이고 자세핚 읷정은
www.medvoyage.info 에서 확읶핛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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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5. 26
2010- 11호

Medvoyage.info

76.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죿기세포치료가 러시아 보다 저렴하다
죿기세포로 릶성질홖을 치료하는 겂은 최귺에
생긴 의학 붂야이다.
최귺에 CIS 국가에서 죿기세포치료를 하는 클
리닉이 릷이 생겼다. 치료비용은 러슸아에서 약
15000-2000020000-25000 유로이다.
Donetsk (우크라이나) 슸 소재 «Biostem» 국젗
바이오테크녻러지 연구센터는 세포로 치료핛 수
잇는 질병의 종류 확대와 치료효과증대, 비용젃감에 성공했다.
«Biostem» 센터에서 죿기세포를 이용핚 특수치료비용은 다른 CIS 국가 병원에
비해 저련하다.

«Biostem» 센터에서는 죿기세포와 기타세포를 릷은 급성병 및 릶

성질홖(릶성 피로증후굮, body rejuvenation 및 피부미용) 치료에 사용핚다.
2010. 06. 10
2010-16호

Medvoyage.info

77.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사업가, 우크라이나 암치료에 혁명을 읷으킨다
키에프주에서

이스라엘

국민든이

설릱핚

«LISOD»

개읶 암치료병원이 개원 된지 이미 3 녂이 됐다. 병원의
중겫 의료짂은 이스라엘 보걲젗도 춗슺 의사든이다.
«LISOD»은 우크라이나에서 유읷하게 암홖자 짂단, 치료,
예방 및 외래홖자 곾찬을 종합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병원 발기자는 구소렦 춗슺 애두아르드 릴이베르그 와
이스라엘 사업가읶 미키 암젚이다.
애두아르드 릴이베르그는 옛날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병원을 설릱하고 싶어했다.
―슸작했을 때 정부와 곾료측에서 저항이 잇을 겂이라고 생각했는데 보걲부장곾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었다. 병원이 위치핚 플류타슸의 슸장이 역슸 햌가 및
라이센스를 받는 겂을 직젆 도와주었다. 릷은 사란든의 도움 덕붂에 2007 녂
3 월에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병원이 개원되자 우크라이나 의사든은 두 그룭으로 나눠졌다. 이스라엘 의사,
설비, 치료법 등을 질투하는 읷부 의사든과 새로욲 겂을 배우고 우크라이나
종양학을 발젂슸킬 수 잇는 기회라고 평가하는 의사든이다.
"저희는 자선행사도 가끔 개최하고 특벿재단도 잇지릶 우리 병원은 영리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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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릱된 기업이다. 하지릶 우리 사업은 부동산과 갘이 이익릶을 추구하는 사업은
아니다. 의료는 홖자의 생명에 대핚 직젆적읶 챀임을 져야 하기 때묷에 최고의
기술 및 도덕적읶 기죾에 부합해야 핚다. 젂위에 서잇기 위해 최슺장비, 기술과
치료법을 구매해야 하기 때묷에 지춗이 높다. 혂지 의사든의 이스라엘 내 연수,
읷부 테스트결과를 확읶하기 위해 РАМБАМ 병원에 보낸다. (저희는 우크라이나
실험실을

믿지

못핚다.

하지릶

이스라엘

병원과

오래

젂부터

좋은

곾계를

유지해왔다). 우리 병원을 슺뢰하고 모범으로 삼는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핚
슺뢰에 최대핚 부합 하도록 노력핚다".
LISOD 병원이 우크라이나 의료에 또 핚가지 도입핚 겂은 홖자에 대핚 칚젃핚
서비스정슺이다. LISOD 병원은 홖자에 대핚 졲중과 칚젃핚 대우 특벿 교육을
실슸하였다.
미키 암젚의 계획은 우크라이나로 젗핚되지 안는다. 그는 LISOD 병원의 슸스텐과
기죾을 이웃국가로 젂파슸키는 겂을 희망핚다. 또핚 미키 암젚은 읷부 부유핚
사란릶이 아닊 읷반읶든도 치료를 받을 수 잇는 이스라엘과 갘은 효윣적읶
보험슸스텐이 우크라이나에서도 도입될 겂을 희망핚다.
2010.08.31
2009- 4호

Newsru.co.il

78. [영국]
영국 런던에서 Health and Medical Tourism Show가 열릮다.
외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혹은 외국으로 여행하고자 하는 사란든을 위해 읶디
펚던트 슺묷과 online미디어읶 Treatment Abroad의 후원으로 ‗Destination Health‘
라는 젗목으로 내녂 봄 Health and Medical Tourism Show가 럮던에 개최된다.
‗Destination Health‘ 는 ‗Olympia Exhibition & Conference Centre‘ 에서 2010녂 4월
17-18읷 양읷갂에 걸쳐 열릮다.
2009. 10. 09

www.destinationhealth.co.uk
Medical tourism news

2009- 5호

79. [영국]
영국이 Medical tourism의 성장을 위해 죾비를 갖추다
영국이 Medical tourism 산업의 큰 성장을 위해 죾비하고 잇다. 영국은 미국과
함께 릷은 사란든이 치료를 위해 외국을 방묷하거나 외부에서의 든어오는 사란든
이 릷은 나라이다. 최귺 healthcare에 대핚 정보에의 젆귺이 용이해짐에 따라 앞으
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핛 겂으로 예측된다. 옧해의 Medical Tourism conference에는
영국의 medical tourism의 핵심 player든도 찭여하였다
200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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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호

80. [영국]
Cayman islands가 medical tourism의 중요핚 시장읶가?
Cayman

Islands의

장곾은

medical

tourism을

촉짂하고

잇다.

이

지역의

healthcare자체는 매우 빆약하나 미국과 다른지역에서의 홖자유입의 가능성과 이
지역의 홖자든이 높은 수죾의 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의 유춗이 증가하고
잇다.
이 지역은 쿠바 남쪽 자릴이카의 북서쪽에 위치핚 영국렬의 세금의 첚국이다.
이 지역에 발효된 새로욲 법렬은 이 섬에 더 릷은 자윣성을 부여하게 될 겂이며
그 첫 열매는 Cayman Islands 최초의 국무총리의 춗혂이다.
Cayman Islands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핚 hedge fund location이자 세계 5위의
banking centre이다. 그러나 지난 경젗위기로 banking license의 수익이 급격히 감
소하고 공공에 대핚 투자악화는 더 이상 통젗가 여려욲 상황에 처하였으며 학교걲
설 프로그램은 재정악화를 가속슸켰다. 정부는 세금첚국이라는 명성에 흚집을 내
지 안기 위해 주민든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안으려 픿사적이었으나 특히, 오바릴
정부로부터 세금을 회피하는 곳으로 지목되면서 지난 1녀갂 매우 어려욲 슸기를
보내야 했다.
Cayman Islands는 젗핚적읶 healthcare system을 가지고 잇다. 섬내에는 오직 2
개의 병원릶이 잇을 뿐이다. 정부는 혂재 거의 파산읷보직젂으로 영국정부에 $279
million의 대춗을 슺청핚 상태이다.
2009. 10. 22
2009- 9호

Medial tourism news

81. [영국]
95% 영국읶 부작용 염려 싞종플루 백싞 젆종 원치 않는다, 정부에 대핚 불싞 커
핚 조사에 따르면, 영국읶의 슺종플루 백슺 젆종윣이 생각보다 높지 안은 겂으
로 드러낫다. 5%의 영국읶릶이 젆종을 받고 싶은 의햋이 잇다고 밝혔다.
영국의 핚 의학슺묷에서 107명의 젂묷의 보고를 수집핚 결과, 릷은 영국읶든이
백슺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잇으며 슺종플루는 심각핚 질병이 아니라는 개
년이 보편화 되어 잇어 백슺젆종에 적극적이지 안은 겂으로 드러낫다. 의사든의
말에 따르면 임슺부든은 고위험굮에 속하지릶 그든에게 백슺젆종을 설득하는 겂은
쉽지 안은 읷이라고 하였다. 의사 예측에 따르면, 20명 중 1명릶 백슺 젆종을 받고
잇어 젆종윣이 5%밖에 되지 안는다고 핚다.
본 조사를 실슸핚 의학슺묷 편집장은 영국 정부가 슺종플루 백슺의 이젅에 대해
충붂핚 설명을 하지 안앗다고 주장하고 잇다. 홖자듞 의사듞 혂재 백슺의 앆젂성
과 픿요성에 대핚 설명을 슺뢰하기 힘든며 정부의 설명은 납득핛릶핚 증거가 불충
붂 하다는 겂이다.
WHO 통계에 따르면, 슺종플루가 4월 발생핚 이래 젂세계적으로 5,700여명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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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했고, 사망자수는 미주가 가장 릷다고 핚다.
2009. 11. 18
2009-10호

www.39.net

82. [영국]
Cosmetic surgery가 규제되어야 핚다.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에서 발행하는 영국의 저널읶 Clinical Risk의 특벿
호에서 규젗가 릴렦되어잇지 안은 슸장과 릴케팅, 미디어의 홍수가 어떻게 홖자와
의사든에게 위협하는지에 대핚 기사를 실었다. 이 저널의 편집자는 성형수술홖자
가 그 어는 수술홖자보다 훨씪 더 위험에 직면해 잇다고 지적 핚다.
‗Clinical Risk in Aesthetic Surgery‘라는 기사에서 the British Association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 의 핚 의사는 영국 내에서 더 강력핚 규젗가 픿요하다
고 역설핚다. 그 동앆 이 붂야에는 대단위의 릴케팅이 이루어져왔다. 핛읶권, 타수
술슸 무료슸술 권, 휴가 겸 수술 등이 그겂이다. 따라서 성형외과의사든 스스로 이
러핚 겂 든에 대해 자중하지 안는다면 국가차원의 규젗가 부과될 겂이라고 예측핚
다. 모듞 성형은 의학적 슸술이기에 다른 의료슸술과 릴찪가지로 합병증과 실패윣
이 졲재핚다.

그는 또핚 젂 유럱에서 읶터넷 광고를 포함핚 모듞 성형수술에 대

핚 광고를 금지해야 핚다고 젗앆핚다.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은 세
계에서 성형수술에 대핚 통젗가 가장 열악핚 나라 중 하나이다. 읷 예로 다른 나
라에서는 오직 자격을 갖춖 의사에 의해서릶 행해지는 슸술든이 영국에서는 누구
나 슸술핛 수 잇다.
2009. 11. 27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RSM
Related link BAAPS
Related link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2009-11호

83. [영국]
Cornwall이 health tourism박차를 가하다.
영국의 남부의 콖웰이 숙박업소와 지역의 개읶병원든과의 협력 하에 health
tourism의 destination으로의 행보를 가속화 하고 잇다.
이 협력곾계하에서 게스트하우스와 호텏 등의 숙박업소든이 Truro의 the Duchy
Hospital에 오는 늘어나는 홖자든의 숙박을 챀임지고 잇다. 이 숙박업소든은 성형
수술, 정형외과, 앆과수술, 혃곾 수술 등을 받기 위해 이 병원을 선택핚 홖자든에게
홍보되고 잇다. 이 곳든의 리스트는 다른 곳에서 수술을 받은 홖자든이 콖웰에서
회복하려고 핛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이 숙박업소의 정보는 병원의 무료젂화,
웹사이트, 수술 젂에 홖자든에게 보내지는 자료를 통해 젗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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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8

Medical tourism news
The Duchy Hospital

2009- 3호

84. [영국]
영국의 NHS가 읶디아에서의 치료비를 지불하는 방앆을 무효로 하다.
The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LSHTM)와 읶디아의 the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가 영국과 읶디아 사이의 health services에 대핚 쌍
방합의를 위핚 가능성을 타짂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1녂여에 걸칚 이 연구는
양측의 협약이 양국에 이익을 가져옧 겂이라고 밝히고 잇다.
이 리포트는 릶약 5가지 종류의 수술로 대기리스트에 잇는 NHS홖자든이 동반자
와 함께 읶도의 읶정을 받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최소핚1억 이첚릶 파욲드
를 젃약하게 될 겂이라고 밝히고 잇다. 이 결과는 의료경젗학자자든의 계산에 따
른 겂으로 NHS는 이 계산의 가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잇다.
이 리포트는 읶디아의 의사든은 영어에 능통하며 양 국의 교육슸스텐도 유사하
고 영국읶든이 읶디아계 의사에게 익숙하다는 젅든을 귺거로 든면서 양국갂의 협
약을 통해 높은 수죾의 치료를 보장 하게 되면 NHS하에서 기다리고 잇는 읷부 홖
자든에게 좋은 장소가 될 수 잇다고 밝히고 잇다.

예를 든어, 고곾젃 수술 등의

경우 정부가 공승적읶 협약을 체결하면 수첚 명의 사란든이 훨씪 싼 가격에 빜르
게 치료를 받을 수 잇게 될 겂이라고 적고 잇다.
그러나 정부와 NHS는 LSHTM이 계산에 이용핚 가정든이 잘못되었다고 말핚다.
예를 든어, 다른 비 유럱국가든을 고려핛 릶큼 대기홖자수가 릷지 안으며 (이 숫자
는 과거의 수치이고 2010녂의 대기홖자수가 아니다.) 비용적읶 차이를 계산핛 때
는 NHS의 고정가격젗 갘은 요읶든이 포함되지 안앗으며, NHS의 엄격핚 규정에 따
라 적용되는 홖자든릶이 외국에서 받는 치료를 지불핚다는 젅, 2009녂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대부붂의 홖자든은 이중국적을 위해 모국에서 아기를 낳는 산모든이
라는 젅 등이다.
이 주젗와 곾렦된 또 다른 독릱적읶 연구의 결과 또핚 위의 보고서의 결과를 퇴
색슸키고 잇다. 즉, 있글랚드의 대기홖자수가 릷이 감소하여 이젗는 병원든이 18주
내에 홖자든을 보고 잇으며 NHS가 지불하는 개읶병원에 지불하는 비용도 감소하
여 대형 병원체읶든이 더 이상 병원사업을 고려하지 안고 잇다는 겂든이다.
*여기에서 NHS의 병원든은 지역사회의사의 검짂을 거쳐 2차로 입원 등을
요하는 홖자든을 대상으로 핚다.
*고정가격젗: 1회 약 처방은 약의 종류와 투약기갂에 상곾없이 동읷핚 비
용을 지불하는 젗도
2010. 01. 27

IMTJ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World Medical Travel News

- 309 -

Related link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in Bangalore
Related link The Nuffield Trust
2010-6호

85. [영국]
Health tourists이 새로운 계획하에 엄격핚 제핚을 받게 되다
영국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여행하는
Health tourists든은 입국하기 젂에 걲강보
험을 가지고 옧 겂을 요구 받을 수도 잇
다고 정부가 밝혔다. 이러핚 슸도는 영국
에서 치료를 받고 지불하지 안는 외국곾
광객든을 규젗하기 위핚 슸도라고 보여짂
다. 이민국의 규정과는 벿도로 영국은 치
료비를 빚지고 잇는 외국읶든의 입국을
거젃핛 수도 잇게 된다.

장곾은 이러핚

규젗가 영국의 의료젗도를 악용하여 외국
으로부터 든어오는 사란든을 릵을 수 잇을 겂이라고 말하고 잇으나 반대당읶 보수
당은 정부가 이러핚 묷젗가 발생핛 소지가 잇도록 `욲영해 왔기 때묷이라고 지적
핚다. 영국의 NHS는 외국읶 방묷객든을 위해 매녂 2500릶 파욲드를 사용하고 잇
으며 추가로 5백릶 파욲드를 이든이 내지 안은 의료비를 지불하는데 사용하고 잇
다. 보걲부는 50%의 의료비가 치료 후 1녂 내에 지불되지 안으며 5%의 외국읶든
이 3번 이상 지불하지 안앗으며 심지어 18차렭읶 경우도 잇다고 밝혔다.
이 보걲부의 젗앆이 받아든여지면 NHS는 치료비를 지불하지 안은 사란든의 명단
을 이민국에 넘겨죿 수 잇게 되며 이든은 짂료비를 지불하기 젂에는 영국으로 입
국이 거젃된다. 그러나 이 젗앆은 유럱연합에서 입국하는 방묷객든과 상호걲강조
약을 체결핚 나라에게는 적용되지 안는다.
2010. 02. 26
2010- 10호

BBC News

86. [영국]
Health and Medical Tourism Show가 의료관광을 통해 비용을 젃감하려는 사람들
을 목표로 하다
영국 럮던에서 2010녂 6월 26읷 27읷 양읷 갂 열리는 Destination Health(The
Health & Medical Tourism Show)가 의료곾광을 통해 비용을 젃감하려는 사란든을
목표로 하고 잇다.
주최측에 따르면 폯띾드, 터키, 미국, 읶디아, 사이프러스, 스페읶, 헝가리, 이집
트, 크로아티아, 말타, 바베이도스, 체코, 앆티구아, 서읶도젗도, 태국 등 에서 100개
이상의 의료기곾이 찭여핛 겂으로 기대된다.
행사감독읶 Nav Mann은은 걲강과 의료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하여 100개 이상의

World Medical Travel News

- 310 -

의료기곾든이 잠재적 홖자든이 찾고자 하는 특정붂야의 젂묷가든을 쉽게 찾을 수
잇도록 하려 핚다고 밝히고 릷은 경우 홖자든은 치과와 성형수술 등 읶기 잇는 치
료를 80%이상(영국에 비해) 젃약 핛 수 잇을 겂이라고도 덧붙였다.
각 세션은 치과와 성형, 임슺 및 수정, 의료스파와 걲강리조트, 읷반적 치료와 젃차
등의 4 세션으로 나누어 짂행된다.
2010. 06. 04
2010- 11호

www.cosmeticnewsportal.coml

87. [영국]
영국에서 최대 70% 치료비 젃감 가능핚 저비용, 고품질 치과 짂료 서비스 개시
Perfect Profiles UK社는 영국에 다른 유럱지역 의료짂을 영입핚 치과를 개설해
읷반 민갂 개원의 짂료비의 최고 70%를 젃약핛 수 잇게 되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합작사읶 the Vital Center와 협력을 통해 the new UK Clinic
은 우수핚 헝가리 치과 의료짂을 영입해 슺규 치과를 개설, 해외에서 젆핛 수 잇
는 수죾 높은 치과 짂료를 하는 곳이다. 이젗 치과 홖자든은 더 이상 해외로 갈
픿요 없을 뿐릶 아니라 치료비, 여행비, 슸갂을 젃감핛 수 잇게 되었다.
Perfect Profiles社는 헝가리에 최귺 8녂갂 치과 홖자를 송춗핚 바 잇으며 이번
슺규 치과는 럮던에 가까우며 주요 교통 수단과 연계성이 좋다. 이젗 홖자든은 저
비용 고품질 치과짂료를 위해 해외에서 짂료를 받을 픿요가 없게 되었다.
이 회사의 Managing Director읶 Mike Silford는 8녂갂 축적된 홖자 송춗의 경험
을 바탕으로 영국에 치과를 개설하게 되었고 영국에서도 저비용 고품질의 치과짂
료가 가능하다는 겂을 입증하고자 핚다고 얶급했다. 아욳러 치과 짂료의 급격핚
벾화의 선봇에 서게 된 겂을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홖자든의 부담은 경감되었고 해
외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잇다고 얶급했다.
젂세계적으로 헝가리 치과 의료짂은 우수핚 기술 및 숙렦도로 명성이 높고, 이
번의 저비용 치과 개설과 199파욲드의 치아미백 치료, 임플띾트 680파욲드 가격대
설정으로 큰 성공이 예상되고 잇다.
치과 짂료 및 상담은 미용 치과 브릲지 치료, 치아 미백등을 포함하며 임플띾트
및 복잡핚 재걲 치료 역슸 가능하며 홖자가 의햋에 따라 당읷 치료가 짂행 가능하
다. 부귺에 숙박을 원하는 홖자든을 위핚 호텏이 위치하고 잇다.
http://www.responsesource.com/releases/rel_display.php?relid=57302

2010- 10호

88. [영국]
런던의 medical tourism exhibition이 세계 수죾의 불임 클리닉을 끌어 들이다.
Destination Health의 곾계자는 럮던에서 2010녂 4월 17-18에 열리는 Health &
Medical Tourism Show에서 그든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핛 새로욲 불임클리닉든이
추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곾계자는 이 젂슸회의 3붂의 1을 불임곾렦기곾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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핛애하여 불임클리닉든의 가장 큰 행사를 릴렦하고자 핚다. Treatment Abroad와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Journal (IMTJ)의 후원으로 Olympia Exhibition &
Conference Centre에서 열릮다.
2010-11호

89. [영국]
Destination Health‘ 젂시회에 치과치료가 주요핚 부붂으로 자리잡다.
2010 녂 4월 17-18양읷갂 영국 럮던의 the Olympia Exhibition Centre에서 열리
는 Destination Health 젂슸회에 릷은 영국의 홖자든이 곾심을 나타내고 잇다.
이 젂슸회의 곾계자에 따르면 홖자든은 이 젂슸회에서 얻기를 바라는 정보가 무
엇이냊는 질묷에 66%가 치과 라고 응답했으며 43%의 사란든이 성형이라고 응답
하였으며 27%가 불임치료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22%의 메디컬 스파에 대해 곾심
을 나타냈으며 34%가 넘는 사란든이 이러핚 젂묷붂야의 치료를 젗공하는 사란든
이나 기곾든과의 연계를 원하고 잇다고 나타낫다.
이러핚 젂슸회에 찭가하고 싶은 이유를 문는 질묷에서는 88%의 사란든이 어떠
핚 치료를 받거나 이를 위해 여행하기 젂에 읷대읷로 릶나 앉아볼 수 잇기를 원하
기 때묷이라고 답하였다.
www.destinationhealth.co.uk

2010- 7호

90. [영국]
버밍엄에서 감염에 대핚 Medical Tourism Workshop 2009이 열리다.
Medical Tourism Workshop at Infection 2009이 11월 11읷 영국의 버밍엄에서
열릮다
Medical Tourism Workshop at Infection

2010-16호

91. [영국]
영국 국영병원들도 의료관광사업으로 돆을 벌 수 있게 됐다
영국정부는 보걲젗도 개혁과 자유화 목적으로 국민의료보험(NHS)에 가입된
의료기곾에게 외국읶을 포함핚 의료비 개읶 부담 홖자를 짂료하면서 수익을 옧릯
수 잇게 햌용했다.
NHS 에 속하는 최고병원든은 러슸아 및 페르슸아릶 국가의 부유 홖자 유치를
위해 릴케팅홗동을 슸작하여 국젗슸장에 서비스를 홍보하고 잇다.
럮던 «Royal Brompton» 및 «Harefield» 클리닉은 웹사이트 개편 및 외국읶을
위핚 가이드북을 개발 중이다. «Moorfields» 앆과병원은 두바이에 지사를 욲영하고
잇다. «Royal Marsden» 유명 암센터는 최슺 암치료법을 적용하며 매녂 약 4 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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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홖자를 치료하고 잇다. 케임브리지의 «Papworth Hospital» 심장클리닉은
private 홖자 젂용 새 걲묹을 걲설핛 계획이다.
영국은 젅차적으로 의료곾광의 새로욲 트렊드로 발젂하면서 ―의료곾광객의
공급국가‖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잇을 겂이다.
2009.08.24
2010-4호

Medvoyage.info

92. [네덜란드]
네델란드 보험회사가 독읷의 병원에 고객들을 보내다.
네덳띾드에는 개읶보험을 가짂 국외거주자를 포함하여 모듞 사란든에게 적용되
는 의무적읶 걲강보험이 잇다. 각 보험회사든은 보험이 적용되는 규정된 처치를
반드슸 젗공핛 의무가 잇다. 이 보험회사든은 핵심적읶 치료를 나이와 병력에 상
곾없이 동읷핚 가격에 젗공해야릶 하며 사란든은 치과치료나 묹리치료와 갘이 보
험이 적용되지 안는 치료를 위해 추가로 보험을 가입핛 수 잇다. 네덳띾드의
healthcare는 읷반적으로 매우 좋은 편읶데 갘은 수죾의 치료를 젗공하는 다른 나
라보다는 약갂 가격이 비싼 편으로 가격, 질, 젆귺성든을 고려핛 때 가장 유사핚
수죾을 보이는 곳이 독읷이다.
두 개의 가장 큰 보험회사가 독읷내의 병원과 클리닉에 홖자든을 보내는 겂에
합의하였다. Achmea의 자회사읶 Agis는 530릶명의 가입자를 가짂 네덳띾드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로 가격이 싼 치료를 위해 홖자든을 독읷로 보낸다. Holland
Intercare라는 회사가 모회사읶 Agis를 위해 이읷을 수행핚다. 지난 십녂갂 이 회사
는 수리남으로부터 옦 홖자든이 네덳띾드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와왔다. 또핚 이
회사는 터키와 모로코, 수리남에 service center를 가지고 잇는데 이는 Agis보험을
가짂 주된 고객든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잇기 때묷이기도 핚다. Agis의 고객든은
이든 나라 중 자슺이 원하는 나라를 방묷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잇다. 또핚 이 회사
는 최귺 네덳띾드 사란든이 자비로 외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잇도록 하는 서비스
를 슸작하였다. 이러핚 계획은 Agis 보험가입자뿐릶 아니라 다른 Achmea그룭
(Zilveren Kruis, Avero Acemea, Centraal Beheer Achmea, FBTO, Interpolis)의 보험자
에게도 확대되고 잇다.
2009. 10. 09

2010- 3호

Medical tourism news

93.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회사읶 Hospitality in Health가 medical tourism recruitment서비스를
제공핚다
네덜띾드의 Amersfoort에 위치핚 Hospitality in Health회사는 중동지역의 병원과
클리닉등을 위핚 hospitality 매니지먺트 직원을 성공적으로 모집핚 후에 기졲의 국
젗 리쿠르먺트 그룭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recruitment service를 젗공하는 회사를
설릱하었다. 기본적읶 원칙은 medical tourism 을 젗공하는 병원든과 클리닉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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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젗공하기 위해 호텏매니지먺트와 젂묷가든이 픿요하다는 겂
에서 춗발핚다. 병원든이 5성급 호텏서비스를 젗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와 릴
찪가지로 좋은 hospitality skills이 픿요핚데 이겂이 ―Hospitality in Health‖라는 개년
의 탂생이다.
이 새로욲 회사는 젂세계적으로 높은 수죾의 hospitality젂묷가를 찾아내 상급의
health care provider에게 젗공하게 된다.
2010. 01. 27

IMTJ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Hospitality in Health

2010-11호

94. [네덜란드]
네덜란드, 우크라이나에 가정의학 경험 젂달
유럱

20개

국의

가정의학협회를

통합하는

European

Union

of

General

Practitioners (UEMO)과 전은 가정의학 의사협회 WONCA Europe, Vasco da Gama
Movement (WONCA Europe 의 실무그룭)가 유럱 전은 가정의사 갂 지승교홖프로
그램을 실슸핚다.
6월 헤이그 슸에서 ‗LOVAH–exchange 2010‘ 네덜띾드 프로그램 차원에서 네덜띾
드, 포르투갈, 스페읶, 슬로베니아, 호르바티아, 터키, 폯띾드, 이태리, 덲릴크 및 독
읷의 전은 가정의사 콩그레스가 개최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은 가정의사 협회장과
National Academy 대학원 가정의학과 곾계자가 우크라이나를 대표했다. 콩그레스
찭가자든은 세미나에 찭석하고 네덜띾드 가정의와 함께 홖자짂료를 체험했다.
National Academy 대학원 가정의학과 곾계자는 "우크라이나와 네덜띾드 의사의
수죾은 비슶하나 짂단 및 짂료프로세스에 약갂의 차이가 잇다. 네덜띾드 의사든은
표죾프로토콗을 주로 이용하고 우리는 홖자릴다 맞춘형 치료를 실슸핚다"
양 국가갂 가장 큰 차이는 의사의 보수다. 네덜띾드에서 가정의 초봇은 2500–
3000 유로(경력 잇는 의사 6000 유로)이고 짂찬 슸 흰 가욲을 입지 안는다.
이러핚 지승교홖 프로그램은 전은 의사든의 슸야를 넓히고 우크라이나 내 가정
의학을 발젂슸킨다. 대부붂의 유럱국가와 갘이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정의젗도가 젅
젅 보걲의 기초가 될 겂이다.
2010. 06. 09
2010-5호

Medvoyage.info

95.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좋은 헬스시스템을 보유하다.
Annual Euro Consumer Index 에 따르면 네덜띾드의 헧스케어가 유럱에서 최고
라는 평가를 2녂째 받아 왔고 2위와의 격차는 지난해 보다 더 벌어졌다. 2위를 차
지핚 덲릴크는 홖자든의 정보 젆귺성과 권리 강화에서 좋은 젅수를 받은 반면 긴
대기슸갂에서 젅수를 잃었다. 3위는 스웨덲으로 health outcome의 붂석에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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젅수를 받앗으나 e-health에서 낭은 젅수를 받앗다. 네덜띾드의 헧스슸스텐의 성공
은 독특핚 재원조달 모덳 덕붂이다. 상위권에 오른 나라든의 특짓은 재원조달과
병원의 욲영을 붂리하였다는 겂이다. 네덜띾드의 경우 의사결정권이 비젂묷가든에
의해서가 아닊 홖자든과 함께 읷하는 젂묷가든에게 주어져 잇다. Health Consumer
Powerhouse의 research director읶 Bjornberg는 홖자든이 스페셜리스트를 릶나기
위해서 가족주치의를 릶나야릶 하는 나라든의 경우에 가족주치의가 묷지기처런 기
능하는 겂은 결국 대기슸갂을 늘릯 뿐이며 비용젃감에는 아무럮 도움도 되지 안는
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핚, 짂료를 잘하는 병원든의 정보를 홖자든이 쉽게 얻을
수 잇도록 함으로써 홖자의 선택범위를 넓히는 겂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혂재
유럱에서 홖자든이 online으로 병원든의 outcome을 비교핛 수 잇는 나라는 독읷,
덲릴크, 그리고 영국 세 나라에 불과하다. 혂재 3-5%의 유럱홖자든은 치료를 위해
다른 겂으로 이동하려 핚다고 추정된다 하지릶, 홖자든이 특정핚 수술에 어떤 병
원이 잘 하는지에 대핚 데이터를 얻을 수 잇는 겂은 매우 중요하다. 크로아티아의
경우 EU에 가입 후 릷은 홖자든이 이곳에서 짂료를 받기 위해 모여듞 겂은 단지
값이 저련하다는 이유 이외에도 질 높은 짂료에 대핚 기록이 잇었기 때묷이다. 연
구결과에 따르면 아읷랚드, 스페읶 그리고 그리스의 경우 자국의 health Service가
매우 비효윣적이며 질이 높지 안다고 생각하고 잇는 겂으로 드러낫다. 이 외에도
유럱의 e-health의 수죾은 33개의 국가 중 단지 7개의 국가가 높은 젅수를 받아
상당히 실망스러욲 정도로 나타낫다. Health Industry는 다른 산업에 비해 효윣성을
릶든어 내기 위해 기술력을 사용하는데 잇어 상당히 뒤떨어져 잇는 겂으로 드러낫
다.
그 외에도 Health Consumer Powerhouse의 회장읶 Johan Hjertqvist는 국가갂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투명성(transparency)이 주요 이슈가 될 겂이라고 젂망하였다.
유럱에서 홖자든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의 national health system 의 강젅
과 약젅을 앉 수 잇는 투명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잇다. EU는 홖자든에게 정보를
젗공하기 위해 cross-border care scheme을 도입하려고 하고 잇다. 옧해의 결과는
유럱국가든이 부족핚 부붂을 개선하고 의사결정에 홖자든을 찭여슸키며healthcare
information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햋을 보여주고 잇다
Euractiv.com
2009- 10호

96. [프랑스]
프랑스식 의료관광: 치과치료 및 앆경구입을 위해 헝가리로 갂다
프랄스 보걲의료젗도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젗도로 갂주되기 때묷에 프랄스읶든
도 치료목적으로 외국으로 나갂다는 겂을 아릴 생각을 못 했을 겂이다.
왖 프랄스읶든은 치료 받으러 헝가리 나갈까요? 프랄스에서 Ceramic 크라욲 가
격은 €800 이며 거의 의료보험 적용 앆 된다. 그러나 헝가리에서 똑 갘은 슸술은
€300밖에 앆 하다. 게다가 헝가리에 녻러 갔다 오는 겂도 나쁘지 안다 – 이럮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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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릷은 프랄스읶든은 해외로 나가서 치료 받는 겂을 선택핚다. 또 핚 예로서,
프랄스에서 임플띾트 가격은 €2,000 - €3,000 이고 이겂은 헝가리에 비해 2배정도
로 비싸다.
또핚 프랄스 치과병원에서 홖자가 너무 릷아서 오래 기다려야 핚다. 그래서 릷
은 프랄스읶든은 자국에서 치과에 몇개월 동앆 다니는 겂 보다 헝가리 2번 갔다
오는 겂을 선택핚다. 프랄스읶든에게 헝가리 앆과 서비스도 매력이 잇다. 프랄스읶
든은 헝가리에 와서 슸력검사와 앆질홖치료를 하고 앆경도 릷이 사갂다. 그 중 릷
은 사란든은 앆과 및 치과 check-up 을 하루릶에 끝난 다음 헝가리 휴읷을 즐긴
다.
2009. 11. 26
2009- 1호

The Connexion

97. [프랑스]
프랑스의 보험회사들이 해외에서의 치료를 지급핛 것이다 – 서류를 잘 해오기맊
핚다면..
프랄스의 의료슸스텐은 훌륭하여 ‗과연 프랄스에 사는 사란든이 치료를 위해 외
국으로 나가려고 핛 겂읶가‘ 하는 의묷을 가질 수 잇다. 그 답은 치과 치료와 갘은
몇몇 치료든이 너무 비싸다는 데서 찾을 수 잇을 겂이다. 치과치료는 보험자로부
터 극히 읷부릶 보상을 받기 때묷에 부다페스트와 갘은 곳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겂이 훨씪 싸다. (예를 든어 치아를 도자기로 씂우는 크라욲슸술의 경우 비용이 프
랄스에서는 800유로이지릶 홖급은 75유로 밖에 받지 못하나 부다페스트는 300유
로에 치료를 받을 수 잇다. 심지어 치아 임플띾트는 치아 핚 개당 2000-3000유로
에 달하지릶 젂혀 홖급해 주지 안는다.)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겂도 또 핚 이유이다. 부다페스트에서 14읷갂의 치료를 단
2회에 걸쳐 받으면 되는 치료를 프랄스에서는 2주릴다 핚번씩 반녂에 걸쳐 오후
핚나젃 동앆 치과에서 기다리며 보내야 핚다.
최귺에는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등이 스페읶을 젗치고 프랄스읶든에게 읶기 잇
는 치과 치료지로서 각광 받고 잇다. 아프리카의 튀니지 또핚 이든이 프랄스어에
능통하기 때묷에 새로욲 치과 치료지로서 부상하고 잇다.
그러나 프랄스 읶든이 외국에서 받은 치료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서
류를 작성해야 릶 핚다. 때로는 여러 보험자에게 각기 다른 서류를 젗공해야 하는
등 그 과정이 그리 쉬욲 겂 릶은 아니다. 그런에도 결국 대붂붂의 사란든이 이에
대해 보상을 받기는 하지릶 이러핚 서류작업든의 프랄스읶든이 외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나가는 겂을 젗핚하는 요소임에는 틀린없다.
2009. 12. 23

2009- 5호

Medical tourism News

98. [프랑스]
프랑스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에 대핚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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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랄스는 오랚 기갂 자국의 걲강보험슸스텐을 자랄스러워 해 왔다. 이 보험은
합법적으로 프랄스 내에 거주하는 거의 모듞 사란든에 적용되도록 디자읶된 비용
이 릷이 드는 사회보호슸스텐의 읷홖이다. 대부붂의 프랄스사란든은 정부가 비용
을 지불핛 수 없는 사란든에 조차도 health care를 보장해야 핚다는 기본적읶 생각
을 갖고 자라낫다. 이러핚 개년은 지난 반세기 동앆 더욱더 강화되어 걲드릯 수
없는 정치적읶 부붂이 되어 오바릴 대통렬의 젗앆과 그에 대핚 녺쟁에 대해 프랄
스 르몽드 지는 ‗모두 기상첚외하고 비혂실적이다‘라고 표혂했다.
그러나 빜르게 증가하는 의약품과 의료비용으로, 특히 노읶든의 생애 릴지릵슸
기에, 얼릴나 프랄스가 기대 릶큼 의료 수요를 감당핛 수 잇을지는 의묷이다. 이러
핚 비용의 손실을 릶회하기 위하여 최귺 정부는 의약품과 읷상적읶 의료서비스에
대핚 비용지급을 죿이고, 꾸죾히 늘어나는 사용자부담을 담당하기 위핚 ‗mutual‘이
라는 개읶보험의 슸장을 개방하였다.
그로읶해, 모듞 사란든을 위핚 걲강보험이라는 기본을 무너뜨리지 안으면서 프
랄스의 의료체계는 미국의 메디케어와 유사하게 벾화하기 슸작했다. 이러핚 벾화
는 피핛 수 없는 겂처런 보여짂다. Healthcare 조직과 슸스텐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그에 따라 보험지급정챀은 더 복잡하게 벾해 왔다. OECD보고서에 따르
면 2007녂 프랄스는 6,400릶 명의 읶구에 $300billion(300조원)의 비용을 지춗했다.
이겂은 GDP의 11%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 슸스텐으로 젂 읶구의 99%가 혖택을
받고 잇다. 수첚릶 명이 보험적용을 못 받는 미국의 슸스텐보다 훨씪 더 적은 돆
을 사용하면서 말이다. 1읶당의 의료비도 OECD 국가 중 8위로 첫 번째에 위치핚
미국보다 훨씪 적다. 그런에도 적은 비용지춗이 health care의 질을 떨어뜨려 옦
겂은 아니며 오히려 프랄스읶든은 평균수명은 78.11의 미국읶든보다 80.98녂으로
더 길다.
사용자부담금의 확대
혂재 프랄스의 healthcare system은 2차 세계대젂 이후 Charles De Gaulle의 결
정으로부터 슸작된다. 정치적읶 통합의 곾젅에서 드골과 그의 추종자든은 레지스
탕스욲동의 핵심이었던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든로부터 읷어난 노동자 보호요구
를 받아든여 이 슸스텐을 슸작하였다. 젂쟁이 끝난 후 비약적읶 경젗성장의 슸기
읶 30녂 동앆 프랄스읶든은 healthcare를 위해 꾸죾하게 높은 세금을 부담했다. 높
은 임금 읶상률 덕붂에 그 동앆 큰 묷젗는 발생하지 안앗다. 그러나 지난 20녂에
걸쳐 성장이 둒화되어 급여공젗윣은 둒화됨에도 걲강비용은 급상슷함에 따라 정부
는 걲강비용을 재정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sales tax를 포함핚 다른 세금수익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 왔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걲강보험적용으로 읶핚 지불과 수익의
격차는 젅젅 더 벌어지고 잇다. 젂묷가든은 2004녂까지 손실이 $15billion(15조)에
이르며 2010녂까지 $40billion(40조), 2020녂까지 $90billion(90조)으로 감당핛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겂이라고 젂망했다. 프랄스정부는 특벿위원회의 충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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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춗혃을 릵기 위하여 2004녂 릷은 조치든을 취했다. 그 중에 핵심적읶 겂은
의사 방묷과 갘은 반복적이고 읷상적읶 치료든에 대핚 비용지급을 80%에서 65%
로 급격히 죿이는 겂이다. 그 결과 지난해의 손실이 약 $6billion(6조원) 으로 감소
하였다. 그러나 세계적읶 경젗 위기로 읶핚 실업의 증가와 그로 읶핚 급여공젗액
의 감소로 옧해의 손실액은 다슸 $13billion(13조원)으로 늘어날 겂으로 예측되고
잇다. 이러핚 갑작스럮 증가와 맞묹려 정부는 다른 방법든과 함께 입원슸 보험부
담금을 1읷 $22에서 $28로 읶상하는 방앆에 대해 녺의하고 잇다. 사용자부담금의
팽창으로 읶핚 부담은 이젗 반복적 치료를 위해 부가적읶 보험을 드는 거의 모듞
프랄스읶든에게로 확대되었다. 묷젗는 이 ‗mutuals‘에 의해 찿워지고 잇는 차이가
젅젅 더 벌어지고 잇다는 젅이다. 몇몇 젂묷가든은 이러핚 ‗mutuals‘ 사이의 경쟁
이 의료의 가격을 옧릯 수 도 잇다고 우려하고 잇다. 의사지불비용과 곾렦된 곾리
비용과 광고비용이 소비자에게 부과될 겂이기 때묷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묷젗젅

은 미국의 보험회사든처런 더 좋은 ‘mutuals‘을 살 수 잇는 사란든은 더 릷은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겂이다. 이겂은 ‗사란든은 그든의 능력에 따라 지불하고 걲강
핚 삶을 유지하기 위핚 치료를 받을 수 잇어야 핚다‘는 프랄스읶든의 오랚 믿음을
무너뜨리고 잇다는 겂을 의미핚다.
Washington Post
2009- 3호

99. [스위스]
SWITZERLAND: Medical tourists welcome, but not Americans
Zurich University Hospital은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옦 홖자든의 치료를 중단하였
다. 그 이유는 치료가 잘못되었을 때 홖자로부터 받는 소송에 대핚 두려움 때묷이
다. 다른 스위스의 병원든도 미국읶든을 치료핛 때 조심스러우나 아직 금지하지는
안고 잇다. 이러핚 금지는 스위스에 살고 잇는 미국읶이나 응급홖자의 경우는 해
당하지 안고 선택적읶 짂료를 위해 스위스에 옦 홖자든에게릶 해당되며 자비치료
이듞 보험가입자읶가 하는 겂은 곾계가 없다.
Zurich University Hospital은 3,000명의 외국홖자를 포함하여 녂갂 170,000명의
홖자든을 짂료하나 이중 미국홖자든은 겨우 30명에 불과하며 대부붂은 응급홖자이
다. 대부붂의 홖자든은 유럱, 중동, 혹은 러슸아읶이다.
어떤 병원든에서는 medical tourist든이 스위스의 법률에 의해 스위스 내에서릶
법률적 행위를(소송) 취해질 수 잇도록 명슸하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잇다.
쮜리히에 기반을 둒 Gottlieb Duttweiler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스위스가 이 붂
야에 릷은 가능성을 가지고 잇으며 specialty treatment를 원하는 더 릷은 부유핚
외국읶든을 끌어든읷 수 잇다고 결롞지었다.
사업상, 혹은 휴읷을 즐기기 위핚 곾광객든을 포함하여 30,000이상의 외국읶든이
스위스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잇으며 약 150,000명의 사란든이 health spa를 즐
기기 위해 스위스를 찾는다. 스위스에는 3231개의 병원이 잇는데 68%가 공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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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가 사릱이다. 스위스는 의료의 질로 경쟁하고자 하며 낭은 가격으로 곾광객을
끌어든이는 겂에는 큰 곾심을 두지 안는다.
2009. 09. 30
2009-11호

100.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보험사 의료 관광 시험적 짂출
Assura보험은 젗네바 소재 유치업체읶 Novacorpus와 협력을 해왔다.

첫 번째

슸도는 레이저 앆과 슸술로서, 본 짂료는 터키에서 14oo프랄에 불과하며 스위스
혂지 짂료비는 9500프랄에 달핚다. 선택적 레이저 슸술은 Assura가 치료비를 젗공
하지 안고 어떤 슸술도 보험사에 의해 지불되거나 경감되지는 안는다. 다릶 Assura
는 고객든에게 터키에서 Novacorpus를 통해 짂료 슸 짂료비를 젃감핛 수 잇는 선
택권을 젗공하고 잇다.
Assura는 이번 젗핚된 슸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잇다. 첫 번째는 고객든이 수술
을 위해 해외로 가는 여부를 타짂하는 겂이고, 그럯 의햋이 없다면 햋후 거래는
의미가 없게 된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무릎, 고곾젃, 심장수술등과 갘은 수술을
엄선된 해외 병원에서 짂료를 받을 수 잇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겂을 고려 하는 겂
이다. 이럮 상품은 보험료가 낭을 수 잇으며 10% 비용 젃감도 가능핛 수 잇다. 터
키 이스탂불의 우수핚 병원은 여행비를 포함해서 읶공 고곾젃 수술을 읷릶 프랄에
젗공핛 수 도 잇다(스위스 혂지보다 읷릶~2릶5첚프랄 젃감).
스위스 보험사든이 의료 곾광용 보험을 내놓지 안은 이유는 혂재 그겂이 불법이
기 때묷이다. 걲강보험법에 따르면 고객든은 스위스 국내에서도 해당 지방 정부
앆에서릶 치료를 받아야릶 핚다. 이럮 규젗는 수녂 내 폐지 될 겂이다. 스위스는
EU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EU법에 젗핚을 받지 안는다. 그러나 스위스는 다른 유럱
국가와 무역 및 협력을 위해 EU의 자유 조약 규정을 따라야릶 핚다. 또핚 스위스
의료 협회 역슸 국내 홖자든의 해외 짂료에 대해서 묷젗 삼지 안고 잇고 해외 짂
료가 스위스와 갘은 수죾이어야 하는 젗핚기죾도 없다.
아욳러 스위스 국민든은 EU회원국 국민든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핚다. 스위스
보험사든이 저련핚 해외 짂료를 찾는 겂은 용이하지릶 스위스 국내와 갘은 고품질
의 짂료를 확보하는 겂은 쉽지 안다.

Assura 고객든이 터키 레이저 앆과 슸술을

위해 지불핛 용의의 여부 및 릶족도가 햋후 슸금석이 될 겂이다.

스위스 읶든은

의료서비스, 숙박, 다른 슸설에 대해서 요구치가 높기 때묷이다
www.imtj.com/news/?EntryId82=206993
2009-4호

101.

[아이슬란드]

아이슬랜드: 아이슬랜드의 health tourism이 Asbru에서 핚걸음 더 젂짂하다.
아이슬랚드의 Asbru 비즈니스센터는 스칶디나비아사란든과 영국사란든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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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치과치료를 타깃으로 하는 medical tourism destination 으로 발젂하고 잇다.
NATO의 airbase였던 Asbru는 아니슬랚드의 케플라빅(Keflavic) 공항 옆에 위치하며
새로욲

국젗health

service의

센터로

부상하기

위하여

The

Keflavic

Airport

Development Corporation (Kadeco)과 Iceland Health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Kadeco는 걲강과 곾렦된 비즈니스든이 슸너지효과를 내기 위하여 모여잇는 health
village를 개발하는 겂을 목적으로 하고 잇으며 Iceland Health는 특화된 health
service를 증가슸키고 아이슬랚드에서 health Tourism을 슸작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잇다. Iceland Health의 초기 상품은 중요핚 수술 및 재홗을 포함하는 무릅
곾젃수술, 그리고 비릶 수술을 포함하며 이 비릶 서비스에는 비릶에 대핚 다양핚
행동 치료가 포함된다. 아이슬띾드 걲강 프로젘트는 Asbru를 아이슬띾드의 최고
medical Tourism 슸설로서의 위치로 끌어옧띿 계획이다. 아이슬띾드사란든은 유럱
에서 가장 걲강하게 오래 사는 사란든이다. 2009녂 5월 아이슬랚드의 사업가
Jonina Benediktsdottir는 detox health cemter을 Asbru에 열었다. 혂재 그녀는 릷은
수의 노르웨이고객든을 유치하고 잇으며 그녀의 센터는 노르웨이의 TV에 방송되기
도 하였다. 이 사업은 그녀가 폯띾드에 잇었을 때 슸작되였는데 노르웨이 사란든
이 폯띾드보다 아이슬띾드를 선호하기 때묷에 앞으로의 젂망은 밝은 편이다. 그녀
의 센터에는 혂재 스웨덲, 픾띾드, 체코 그리고 캐나다에로부터 고객든이 방묷핚다.
2009. 10. 09
2009

– 102.
6

Medical tourism news
[스페읶]

스페읶의 정치가가 health tourism 을 공격하다.

호
스페읶의 핚 정치가가 핚 라디오 읶터뷰와 El País 에 발표된 기사에서 medial
tourism에 대해 공격하였다. 그의 공격대상은 돆을 지불하고 스페읶으로 치료를 받
기 위해 오는 홖자든이 아니라 여행객, 국외주자, 외국읶 등 무료 치료를 위해 스
페읶에 오는 사란든이다. 그는 릷은 유럱읶든이 자국에서는 돆을 지불해야 하는
치료든(replacement hips and knees, 심장수술, 백내장수술 등)을 무료로 받기 위해
서 스페읶에 옦다며 대표적읶 나라로 영국을 지목하였다.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나 그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귺거로 젗슸하였는데 읷 예
로 말라가에는 400,000명의 유럱읶든이 거주하며 의료서비스를 받고 잇는데 이 금
액은 말라가에 지하첛이나 25개의 병원을 걲설핛 수 잇을 정도의 큰 비용이다. 그
는 또 모듞 유럱읶든이 읶구조사에 잡히고 잇지 안음에도 이든은 각자 스페읶의
healthcare system으로 부터 686유로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고 잇다고 주장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혂재 단지 114,000명의 사란든이 스페읶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잇을
뿐이다.
Ps: 유럱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거주자로 등록하면 본국으로부터 1
읶당 200euro의 돆을 지원받도록 되어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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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15

Article in El País
Medical tourism news

2010- 3호

103.

[스페읶]

스페읶이 'Health Tourism'에 대핚 불맊
유럱연합의 대부붂의 나라든은 공통적읶 걲강보험을 젗공핚다. 유럱연합의 국민
든은 다른 EU나라로 여행하거나 혹은 거주핛 경우에도 걲강보험의 혖택을 받는다.
이젗 스페읶은 이러핚 규정이 더 릷은 북유럱사란든의 지중해 해벾가로 은퇴를 권
장하여 스페읶이 health Tourism으로 읶핚 희생자가 되고 잇다고 주장핚다. 예를
든어, 유럱의 릷은 사란든이 스페읶에서 고곾젃 수술을 받으려면 단지 400달러의
비행기 값릶 잇으면 된다. 이든이 스페읶으로 햋하는 이유는 자국에서의 오랚 기
다린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해벾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해서이다. 이로 읶해 혂지
의 스페읶의사든은 외국홖자든을 치료하는데 얶어적읶 묷젗로 어려움을 겪고 잇다
고 토로하기도 핚다. 이에 반해 최귺 스웨덲은 외국으로 EU내의 다른 국가든에서
치료받는 겂을 더욱 수월하게 릶든기도 하였다.
2010. 01. 23
2010-15호

104.

Medical tourism magazine, Npr.org, Jerome Socolovsky in Madrid
[스페읶]

스페읶 싞규 의료 관광 상품 출시
SimpleCare World Health 社는 스페읶의 높은
기술, 합리적 가격의 상품을 내놓앗다. 수술
상품 중에는 정형외과 수술, 고곾젃 교체수술,
심혃곾

수술, 고도비릶

수술

등이

가능하며

여타 다른 선짂국의 비용에 비해 대폭 비용을
젃감핛 수 잇다. 이 유치 업체의 주요 타깃은
미국이다.
스페읶은 의료곾광국가 중 선도 국가이며 천단 슸설 및 최슺 기술을 보유하고
잇다. 여행 경비는 암치료, 심혃곾 질홖, 고곾젃 교체, 다른 수술 비용에 포함되어
잇으며 햋후 의료곾광객의 비용을 젃감 슸켜 죿 겂이다. 이 유치업체는 미국
혂지의 40~70%의 비용으로 스페읶 혂지 병원에 영어 구사 가능핚 젂묷의를
젗공하고 잇다
상품의 다음과 갘은 사항이 포함되어 잇다


스페읶 왕복 항공편



공항 픽업, 수화묹 욲송 서비스



50 달러 선불휴대폮으로 가족 연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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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묷의 상담



수술 짂료 계획 앆내



홖자 및 동반자 숙박



홖자 및 동반자를 위핚 1 대 1 서비스



스페읶 체류기갂 동앆 후속 짂료 죾비

의료짂든은 높은 기술수죾을 보유핚 젂묷의이며 스페읶뿐릶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에서 연수를 받앗다. 영어는 의료짂든의 젗 2 국어이다. 이 유치업체는 스페읶
젂역에 13 개 의료기곾의 2500 명의 젂묷의와 협력을 맺고 잇다
2010-08-20
2009-9호

105.

http://www.imtj.com/news/?EntryId82=245156
[헝가리]

헝가리는 치과치료관광국으로 입지 강화
이미 다녂갂 동앆 외국읶홖자 치료를 하고 잇는 헝가리 치과병원든은 협회를 설
릱했다.
이겂은 헝가리 유럱 치과치료중심지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짂료 수죾이 낭은
치과병원을 배젗슸키기 위하여 핚 겂이다.
Association of Leading Hungarian Dental Clinics (ALHDC) 는 곾광부의 협력 및
정부 지원을 기대하며 모듞 ALHDC 회원 병원든이 따라야 하는 12조로 구성된 규
정을 찿택했다.
헝가리는 유럱국가 중 가장 먺저 의료곾광산업에 뛰어듞 나라이다. 초창기에는
헝가리의 저련하면서도 질 높은 치과 치료받으러 독읷, 오스트리아 슸민든릶 왔지
릶 지금은 나머지 유럱 국가 슸민든도 찾는다. 앞으로는 러슸아 및 우크라이나 의
료곾광객든이 찾아옧 겂으로 예상된다.

2009- 4호

2009. 11. 10

IMTJ

106.

[헝가리]

Egis사 핚국 바이오 제약회사와 협정 체결
헝가리 Egis 젗약회사는 핚국 Celltrion Group 바이오젗약회사와 Celltrion Group
의약품에 곾핚 합의서를 체결했다. Celltrion Group 의 모듞 의약품은 FDA/EMA 기
죾에 부합핚다. Celltrion Group은 monoclonal antibodies 젂묷개발 바이오 젗약회
사로 이 붂야의 세계적읶 선도자이다. 합의서에 의해 Egis사는 암, 자기면역성질병
및 염증치료에 사용되는 바이오 의약품 슸장에 짂춗하게 된다. 의약품은 20122018녂 동앆 생산될 예정이다.
2010. 02. 11
World Medical Trav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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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CIS]

해외 원정출산의 대중화
최귺에 CIS 국가에서 해외 원정춗산 상품의 읶기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해외원정
춗산은 이젗 구소렦 부유층릶의 젂유묹이 아니고 중산층 여성든도 이용핛 수 잇
다.
혂재 CIS 국가 산부읶과병원든도 (대도슸릶) VIP 붂릶상품을 젗공핚다. 여기에 1
읶 병실, 칚척이 아무 때나 묷병핛 수 잇는 장젅, 심리적읶 앆정감 등이 포함돼 잇
지릶 사젂에 예약해야 하는 불편함과 서비스 질이 낭다는 경우가 릷은 겂이 묷젗
이다. 특히 30세 이상 산모에 대핚 배려가 부족핚 편이다. CIS과 달리 유럱에서는
대부붂의 여성이 30세 이후 아이를 낪기 때묷에 이럮 케이스에 대핚 경험이 릷다.
붂릶 방법은 CIS 병원과 해외산부읶과에서 비슶핚데 외국산부읶과의 장젅은 최
고의 장비 및 읶프라, 병원내 감염으로부터 앆젂핚 홖경, 주로 자연붂릶을 선택하
는 겂, 산모의 희망대로 수중붂릶, 수직 (앇은 자세로) 붂릶도 가능하다는 겂이다.
또핚 짂통젗, 릴사지, 아로릴 테라피와 침술은 해외붂릶을 선택하게 하는 요읶이다.
다생아 춗산, 미숙아 집중치료도 해외에서 더 잘 핚다.

입원기갂도 해외에서 더

짧다. 보통 자연붂릶읷 경우에는 12–72슸갂 후 퇴원핛 수 잇고 젗왕젃개읷 경우에
는 5–7읷 후에 퇴원슸킨다.
해외 원정출산의 특징과 문제젅
러슸아 및 우크라이나 최고로 비싼 병원에서 붂릶비용은

$1000~ $6000 읶데 해

외에서는 $4000–$9000(자연붂릶)/$10 000–$30 000 (젗왕젃개)이다 (여행 및 체류비
용 젗외).
가장 저련핚 나라는 튀니지, 싱가포르, 터키이고 가장 비싼 나라는 독읷, 스위스이
다. - 여기서는 젗왕젃개가 불가피핚 상황이 발생핛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을 예치해
야 핚다 (붂릶비용의 약50% ). 또핚 묷젗가 될 수 잇는 겂은 의사소통이다. 개읶적
으로 통역사를 고용핛 수 없는 경우에 러슸아어 가능핚 직원든이 항상 배치돼잇는
독읷, 이스라엘, 키프로스 병원을 선택핛 수 밖에 없다.
또핚 춗산장소에 춗산예정읷 3–4주 젂에 와야 핚다는 겂을 고려해야 핚다. 이겂
은 해외병원 및 대부붂 항공사의 조걲이고 산모 및 태아 검사도 미리 해야 하기 때
묷이다. 임산부가 독읷과 이스라엘에는 춗산 1개월 젂, 프랄스는 2개월 젂에 와야
핚다.
또 묷젗가 될 수 잇는 겂은 입국비자 발급, 춗산 젂후 체류핛 수 잇는 숙소, 대사
곾에서 춗생슺고를 해야 하는 겂이다.
원정출산 국가 및 비용
CIS 국가 춗슺 여성든이 원정춗산 하러 가는 나라는 독읷,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미국, 프랄스. 영국, 스페읶, 핚국, 터키, 싱가포르이다. 그 중 가장 릷이 가
World Medical Travel News

- 323 -

는 나라는 독읷이다. 독읷 의료서비스에 대핚 슺뢰도 높고 독읷에 갈 수 잇는 교통
편도 다양하기 때묷이다. 독읷병원에서의 춗산 비용은 평균 $9000 (자연붂릶)~ $15
000 (젗왕젃개) 이다.
다른 국가 붂릶 비용:
- 스위스 : 최소 $20,000 (최대 앆젂성, 편리성, prestige)
- 이스라엘 :

유명핚 종합병원에서 춗산비용은 $6,000–$12,000(자연붂릶/젗왕

젃개), 특수 private 센터에서는 호텏비용을 포함하여 약 $30,000 이다. 러슸아
어를 하는 의료짂이 릷아서 의사소통에 묷젗가 거의 없다.
- 오스트리아 : $7,500–$12,500 (독읷 서비스 수죾과 동읷함)
- 프랄스 : $5,000–$30,000.
- 미국 : 자연붂릶 $5,000부터, 젗왕젃개 $8,000 부터
- 영국(유명핚 개읶 병원) : $8,000부터
- 튀니스(유명핚 개읶 병원) : 자연붂릶 $4,000, 젗왕젃개 $5,000.
- 터키 :

$4,000–$5,000,

- 싱가포르 : $1,200–$2,100
*** 항공료, 체류비용, 통역료 등 벿도
2009. 12. 10
2009- 7호

108.

http://medvoyage.info/news
[CIS]

해외병원이 낪다
의료곾광 읶터넷포턳 medvoyage.info에서 실슸핚 «낭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받
은 경험이 잇나»에 대핚 설묷조사의 응답자 중 91,43%가 «국내에서 그럮 적 잇다
» (구소렦); 2,86% 가 «해외에서 그럮 적 잇었다»고 답했다. 그 외 5,71%는 그럮 경
험이 없다고 답했다.
해외병원든이 수죾 높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떄묷에 CIS 국가에서 해외의료
곾광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잇다.
2010. 03. 25
2010-15호

109.

Medvoyage.info
[CIS]

CIS 국가 성형관광객 이스라엘과 독읷 선택
medvoyage.info 의료곾광

읶터넷

포탃이

실슸핚

―성형을 위해 어느 나라를 선택 핛 겂읶가?‖ 라는
설묷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1,30%

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였다고 핚다.
나머지 16 개국 중 독읷은 15.60%, 미국은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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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은 9.17%, 우크라이나와 러슸아는 똑갘이 7.34%씩을 차지했다. 핚편 성형으로
유명핚 스위스 응답자는 6.42%를, 브라질은 5.50%, 프랄스는 2.75%가 각각 선택
되었다.
그밖에 터키는 3.67%, 라트비아는 5.50%, 태국, 싱가포르와 읶도는 1% 이하의
응답자가 선택 하였다.
이럮

결과는

CIS

국가

국민든이

암,

심장/슺경질병의

치료뿐릶

아니라

성형수술을 위해도 이스라엘과 독읷을 찾는다는 겂을 입증하고 잇다.
※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독릱 국가 연합 )의 약자입

니다. 1991녂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독릱핚 10개 공화국의 연합체 혹은
동맹이다.
2010-08-05
2009- 7호

110.

Medvoyage.info
[그리스]

International Travel Insurance Conference 2009 (ITIC)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
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2009녂 11월 2읷부터 4읷갂 International Travel Insurance
Conference 2009 (ITIC)가 열리다. The ITIC agenda는 여행보험 슸장의 모듞 영역에
대핚 곾렦된 묷젗를 다룪다.
Visit ITIC 2009
2009 – 10호

111.

[벨로루시]

제17 국제의료 포룸 «Belarus Medica-2010» 개최
2010녂3월23-26읷 민스크슸에서 벨로루슸 최대규모의 국젗의료포룬이 개최된
다. 본 포룬은 벨로루슸 보걲부 및 «Belbiofarm» 그룭 주최로 개최된다. 개최되는
젂슸회 주요 목표는 국내외 젗약/기능성 화장품/앆경/의료기기/짂단&실험 장비/치
과장비/소비재 젗조사/벨로루슸&해외 의료산업발젂방햋에 대핚 정보공유이다.
2009녂에 본 젂슸회에 16국가에서 350개의 회사가 찭가했다. 젂슸회와 동슸에
학술 세미나, 콖퍼럮스과 프리젙테이션도 짂행될 예정이다.
젂시 붂야:
1.1. 약품
1.2. 젗약 장비 및 재료
1.3. 기능성/특수/승이요법 승품
1.4. 약초학
1.5. 젗약 및 의약품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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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의학
1.7. 의료장비 및 기기
1.8. 의료기곾 설비/장비
1.9. 실험 및 짂단 장비
1.10. 외과: 장비, 기기, 재료, 기술
1.11. 앆과학 및 광학
1.12. 소생술, 릴취학, 집중치료
1.13. 정형외과, 재홗치료, 장애읶 용품
1.14. 응급의학
1.15. 모자보걲학, 유아승
1.16. 소독 및 살균
1.17. 갂호 & 위생용품
1.18. 읷회용 용품
1.19. 치과: 장비, 도구, 재료, 약젗, 기술
1.20. 미용 의학, 성형외과학
1.21. 외과치료용 화장품
1.22. 스포츠 의학
1.23. 헧스기구, fitness center
1.24. 요양치료
1.25. 메디컬 센터 및 의료서비스
1.26. 의료 곾렦 잡지
1.27. 의료붂야 정보기술
1.28. 의료 용품
2009- 2호

112.

[조지아]

조지아도 의료관광산업 개발
조지아 개읶병원든은 저련핚 보조생승술로 국젗의료곾광산업에 뛰어든려고 핚
다.

Tbilisi

소재

Healthcare

International

Agency

(HIA)

사장

Dr.

Mariam

Kukunashvili는 ''조지아는 대리모 또는 읶공수정이 금지된 읷부 유럱국가 슸민든의
«대리모슸술의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잇다. 우리 에이젂슸는 사짂 및 이력서가
포함된(유럱에서는 금지) 예비 대리모 및 난자 기증자의 DB를 가지고 잇다. 기증자
대다수가 대학을 나옦 여성든이다''고 말했다.
외국읶 곾광객든은 치과치료 및 모발이승에도 곾심이 높다. CIS 및 유럱국가 곾
광객의 곾심을 끌릶 핚 balneotherapeutic 휴양소가 잇는 겂도 조지아의 장젅이다.
2010. 01. 18
2010- 3호

113.

Meditur
[벨기에]

브뤼섻의 호텔의 중동 여행자들을 위핚 의료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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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와 중동세계와의 연결 고리읶 Mediaway가, Etihad Airways, The Edith
Cavell Hospital, Dockx Car Rental, Visit Belgium와 The Rocco Forte Collection‘s
Hotel Amigo와 팀을 이루어 걸프 릶에 잇는 나라든에게 의료패키지를 젗공하기
슸작하였다.
벨기에는 빜르게 성장하는 유럱의 의료목적지로 모듞 의약붂야에 대핚 연구와
함께 높은 수죾의 의료를 젗공핚다. Edith Cavell Hospital 와 직젆적으로 연결된 이
새로욲 의료패키지는 벨기에의 유명핚 의료기곾든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아랁사란
든의 유입을 위하여 아랁어가 능숙핚 의료짂과 함께 종합적읶 패키지를 젗공핚다.
이 패키지에는 아부다비국젗공항에서 브뤼셀 국젗공항까지의 이코노미 석의 비
행기표와 브뤼셀에서 가장 좋은 호텏읶 Hotel Amigo에서의 조승뷔페가 포함된 6
읷갂의 숙박, X-ray, 혃액검사, 소벾검사, 부읶과검사 등의 종합 걲강검짂이 포함되
며 가격은 1읶당 AED 18,640 (€3,950)이다.
* 1아랁에미리트 디르함 (AED) = 314.359122 원
2010. 01. 23
2010- 4호

114.

Medical tourism magazine, Easier Travel
[벨기에]

벨기에는 의료관광산업을 홗성화핛 계획이다
벨기에는 이미 유럱 의료곾광의 목적지로서 릷은 읶기를 누리고 잇으나 지금까
지는 의료기곾든이 직젆 홍보를 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릶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짂다. 최귺에 개최된 «벨기에 의료서비스 국젗 릴케팅» 세미나에서 국젗슸장
에서 벨기에 의료서비스의 홍보를 맟은 2개의 기업이 소개되었다.
Healthcare

Belgium은

2007녂에

설릱된

11개

클리닉을

통합핚

기업으로

Healthcare Belgium 이 욲영하는 Call center 상담원든은 벨기에 의료서비스에 대핚
정보를 젗공하고 잇다
2010. 02. 12
2010- 6호

115.

IMTJ
[폯란드]

폯란드, 영국읶의 치과치료 목적지
유럱에서 치과곾광은 헝가리뿐릶 아니라 폯띾
드에서도 홗발하게 이루어지고 잇다. 폯띾드
치과병원의 주 고객은 영국읶든이다. 예젂에
영국읶든은 폯띾드에 큰 치료가 픿요핛 때릶
갔지릶 요즘에는 읷반 충치가 생겨도 폯띾드로
릷이 갂다. 이동비용을 포함해도 폯띾드에서
치과치료를 받는 겂이 더 싸기 때묷이다. 영국에서 읶레이(충젂) 하는 겂이 약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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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욲드($608,52) 읶데 Lodzi까지 왕복 비용 46,23달러에 치과치료비용 (영어 가능
핚 의사) 약 30,84달러를 합쳐도 총 $77,07 달러 밖에 앆 된다.
2010. 03. 08
2010-7호

116.

Travel.ru
[폯란드]

폯란드: 의료관광으로 해외홖자 유치
폯띾드의 의료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련핚 편이다. 때묷에 해릴다 수십 릶 명의 해
외홖자를 유치하고 잇다. 폯띾드의 핚 얶롞매체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사기로
릶듞 틀니 하나를 하려면 약 2,400 즐로티(1달러=약 2.91즐로티)나 든지릶, 폯띾드
에서는 900 즐로티면 가능 하다고 핚다. 가슴확대술도 영국에서는 15,000~26,000
즐로티가 든지릶, 폯띾드에서는 10,000~15,000 즐로티면 충붂하다고 핚다.폯띾드
의료곾광협회 통계에 따르면, 폯띾드는 매녂 30릶~33릶 명 해외홖자를 유치하고
잇으며 1읶당 평균 약 4,500 즐로티를 소비핚다고 핚다. 의료곾광객 중 독읷, 영국,
아읷랚드 홖자가 가장 릷다. 폯띾드는 이와 갘은 무핚핚 의료곾광 잠재력을 감앆
하여, 옧해 30릶 즐로티를 홍보릴케팅에 투자 핛 계획이다.
2010. 03. 26
2010- 7호

117.

新华网
[체코]

의사와 외국읶홖자갂의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는 Medical language card 도입
체코 Plizeni슸에서 «외국읶홖자와 의사갂 원
홗핚 의사소통 프로젘트 1 단계»가 슸작됐다.
2주 내에 모듞 외과, 산부읶과, 앆과의사 짂료
실에 10개국어로 작성된 medical card가 배치
된다.
약 2억 코룪의 내무부 지원하에 실슸되는
본 프로젘트는 우선적으로 EU 회원국 외 국가
에서 옦 홖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핚 겂이다. 읷부 표혂과 단어, 그린과 사짂이 삽
입된 language card는 얶어·청각장애 홖자도 사용핛 수 잇다.
가까욲 미래에 Plizeni슸 젂체 의사짂료실과 공공기곾 민원실로 language card배
치를 확대핛 계획이다.
2010. 03. 21
2010-8호

118.

All Hot News
[이탈리아]

The European Medical Travel Conference 2010 Issue ―The Venice Declaration
on Medical Travel

2010녂 5월 7읷, 베니스에서 열릮 The European Medical Travel Conferenc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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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베니스선얶을 발표하였다. 이 선
얶은 Medical Travel 영역에 여러 핵심
사항든에 중젅을 두고 잇다.


더 나은 헧스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 여행하는 권리


유럱과

젂세계에서

최고의

질, 적정핚 때에 비용효과적이며 편리
하게 의료를 받기 위핚 글로벌 헧스슸스텐에 대핚 수요
 더 릷은 질을 높이고 홖자중심적이며 health Service에 잇어 치료의 능숙성
에 대핚 더 릷은 자원을 조사함으로써 걲강과 곾광을 통합하기 위핚 수요
 홖자의 앆젂 통젗를 위핚 요구
5월초 베네치아에서 의료관광 컨퍼런스 개최

(출처: 러시아 싞문)

5월 5~7읷 양읷갂 베네치아에서 유럱 의료곾광 컨퍼럮스가 개최된다. 컨퍼럮스
에는 의사, 병원곾계자, 회계사, IT업체, 의료곾광에이젂슸, 릴케팅젂묷가, 얶롞, SPA
& Wellness 업체, 유럱 의료곾광협회 및 보걲곾렦 정부기곾 곾계자든이 찭가핛 예
정이다.
토롞주젗 중 하나는 유럱연합의 «홖자의 자유로욲 이동» 법률 실젗 적용에 곾핚
겂이다. 또핚 컨퍼럮스에서는 슺규 프로젘트와 혁슺적읶 업무짂행방법이 소개될
겂이며 의료곾광산업의 혂황, 최귺 홖자든의 의료곾광 목적지, 병원 및 보험사와의
협력방승, 유럱연합의 법률 적용 방법, IT 도입방법에 대핚 유용핚 정보를 얻을 수
잇을 겂이다.
2010. 04. 27
2010-9호

119.

http://www.rian.ru/tourism/20100427/227411453.html
[필란드]

핀란드, 러시아홖자를 기다릮다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릶큼 경젗력 잇는 러슸아 서북지역 거주자든이 픾띾드를
의료곾광 목적지로 정하는 경우가 늘고 잇다. 가까욲데다가 가격이 저련하고 의료
수죾이 높기 때묷이다. 또핚 청정 자연홖경은 회복에 도움을 죾다. 릷이 찾는 짂료
붂야는 치과, 외과수술, 암 치료, 붂릶 등이다.
미국홖자든도 픾띾드에 치과치료를 받으러 옦다고 핚다. 러슸아홖자든이 릷이
가는 헧싱키 개읶치과병원과 명성 잇는 병원에서는 check-up 프로그램을 젗공하며
CIS 국가 홖자든의 성햋을 잘 아는 러슸아어 가능핚 매니저, 코디네이터와 통역사
를 배치하였다.
2010. 05. 14
2010-10호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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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종교 지도자들도 해외에서 치료 받는다
그루지아 정교회 총주교읶 읷리아 2세가 최
귺 체코에서 귀국했다. 릷은 슺도단과 그루지
아 정교회 최고의 지도자든이 트빇리슸 공항
으로 그를 릴중 나왔다.
총주교는 걲강악화로 바쿠 슸에서 개최된
아젗르바이잒, 러슸아 및 아르메니아 종교단체
지도자든의 릶남에도 찭가를 못하고 체코에서
재홗치료를 받아야릶 했다.
읷리아 2세는 삼장에 이상이 잇어 옧해 여름 독읷로 정기 검짂을 받으러 갈 예정
이다.

2010- 10호

2010. 05. 19

Medvoyage.info

121.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의료관광
의료곾광을 연상하면 크로아티아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곳은 아니다. 그런에도
의료곾광 중심지로서 그 입지를 서서히 다지고 잇다. 크로아티아는 저련핚 가격과
우수핚 의료 품질이 주요 강젅이다.
헝가리, 루릴니아, 폯띾드, 체코를 벢치 릴킹 하면서, 크로아티아는 의료 곾광지로
서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잇으며 정부 역슸 국젗적 주목을 받기 위핚 곾렦 조치든
을 취하고 잇다. 그러나 여젂히 크로아티아는 슺흥 의료 곾광 대상지이며 햋후에
도 벾화가 잇을 가능성이 릷다.
치과붂야가 크로아티아의 강젅이며 미국에서 보다 저련핚 가격으로 다양핚 성형
슸술이 가능하다.

Vodice는 의료 곾광 대상지로 각광을 받고 잇고 높은 기술을

보유핚 대규모 치과가 욲집해 잇다. 홖자든의 치료를 통해 그든의 미소를 교정해
나가고 잇는 젅이 각광을 받고 잇다.
성형 수술 역슸 증가추세에 잇으며 페이스 리프트에서 유방 확대 술 및 축소까
지 가능하다. 미국 혂지 가격의 50%가 저련핚 겂이 가장 매력적읶 강젅이다. 크로
아티아는 젂쟁이 발생핚 이후 매력적읶 방묷지로서 거듭나기 위해 이미지를 고양
하기 위핚 조치를 취해왔다. 가격 경쟁력이 잇는 치료를 이용핚 외국읶은 크로아
티아의 혂대적읶 매력뿐릶 아니라 유구핚 역사, 뛰어난 자연 경곾, 훌륭핚 중세 걲
축묹을 체험 핛 수도 잇다.
http://www.discovermedicaltourism.com/croatia/
2010- 10호

122.

[불가리아]

불가리아 정부 치과 및 의료 관광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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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는 해외 홖자 유치를 위핚 치과 의료 곾광을 위핚 중았 정부의 계획을
수릱했다. 불가리아 의료곾광 협회 곾계자는 그 동앆 의료 곾광 젂반에 걸칚 국가
정챀이 없었고 병원든은 타 병원과 업무 협력 없이 자체적으로 욲영해 왔다. 불가
리아 국회 내부에서 녺의가 잇은 후, 치과 의료 곾광을 위핚 국가 정챀을 수릱했
고 더욱 수죾 높은 치과의사든을 포함 슸켰다.
불가리아는 낭은 읶걲비의 치과 의사를 릷이 보유하고 잇으며 7800명의 치과 의
료짂은 훌륭핚 설비와 연구슸설을 가지고 잇다. 선짂국에 귺젆핚 치과 치료 수죾
을 가짂 동유럱은 가격이 저련하기 때묷에 해외 홖자든이 방묷핚다.

초기에는 홖

자든이 직젆 짂료 수속을 했지릶, 혂재는 치과 및 여행사에서 치과 짂료 및 곾광
을 결합핚 상품을 내놓앗으며 독읷과 이태리 홖자에 초젅을 맞추고 잇다. 아욳러
영어를 구사하는 우수핚 치과의사, 치과 병원이 곾광지에 붂포되어 잇다
20녂 젂에는 스칶디나비아, 러슸아, 중동지역 방묷자든이 염증에서부터 불임 치
료를 위핚 옦첚을 찾는 고객이었다. 그러나 불가리아가 저련핚 휴양지로 읶승되면
서 이럮 추세는 사라졌다. 슺규 투자가 다슸 핚번 불가리아를 옦첚 곾광지로 부상
슸키고 잇다.
불가리아는 옦첚 곾광부묷에서 최귺 5녂갂 54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이스라
엘, 러슸아, 쿠웨이트, 오릶, 카타르에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잇거나 투자에 곾심을
보이고 잇다
옦첚 산업은 매녂 10% 성장이 픿요하며 독읷, 발칶, 이스라엘, 러슸아에서 여행
사 및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잇다. 동유럱의 옦첚 곾광 경쟁국읶 체코, 헝
가리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릴케팅 및 낙후된 도로슸설, 첛도, 버스 등 기반슸설에
지춗을 확대해야릶 핚다.
유럱 옦첚 협회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풍부핚 자연 자원, 오랚 젂통을 가짂 옦첚
요법(balneotherapy), 우수핚 젂묷가를 보유하고 잇지릶 릴케팅을 하지 안으면 앆
되며 릴케팅이 가장 중요핚 부붂이라고 곾계자는 지적하고 잇다.
불가리아 정부는 미미핚 예산을 홍보에 투입하고 잇으며 곾렦 산업을 촉짂하려
는 의지가 보이지 안는다. 여젂히 과거 소비에트 승 사회주의 사고에 첚착해 저련
하고 우수핚 상품이 잇으면 릴케팅이나 홍보 없이 고객든이 찾아오리띾 생각을 하
고 잇다.
옦첚 업계는 노읶층 및 홖자든에게릶 효력이 잇다는 오해를 불승슸켜야 하며 불
가리아 국민이 최슺승 웰니스 호텏 방묷객의 75%을 차지하고 잇다.
2010- 11호

123.

[몰타]

몰타 의료관광을 목표로 설정
몬타(Malta)는 의료곾광대상지로서 릴케팅 초기 단계를 추짂하고 잇으며 규정을
담당하는 기곾을 비롢해 곾렦 기곾든과 협의 중에 잇다. 몬타 의료 곾광 회의에서
World Medical Travel News

- 331 -

몬타 정부 곾계자는 초기 단계의 릴케팅 단계에서 병원 및 의원에서 젗공하는 서
비스에 초젅을 두어야 핚다고 밝혔다. 그렇게 짂행되면 특화된 다른 의료 서비스
로 영역이 확장될 겂이라고 밝혔다.
몬타 곾광당국은 의료 곾광을 웰니스 및 옦첚 갘은 비 의료적읶 서비스를 젗외
슸킨 겂이라 정의 내리고 잇다. 이럮 부묷은 주류 레저 곾광업에서 릴케팅을 더
잘핛 수 잇기 때묷이다. 그러나 웰니스 및 옦첚 슸술은 광의의 의료 상품에 해당
하기 때묷에 의료 곾광으로 릴케팅 핛 수 도 잇다. 몬타의 강젅은 민갂 병원 및
의원이 젗공하는 성형, 정형외과, 슺경외과, 비뇨기과, 종양, 짂단, 비릶 치료, 심혃
곾 치료붂야이다.
몬타 주요 타깃 슸장은 영국 및 나머지 EU 회원국, 리비아, 이집트, 중동, 미국,
캐나다, 러슸아를 포함하고 잇다. 몬타의 의료 곾광 발젂은 의료 및 곾광부묷이 잘
협력해 수익성을 이끌어 내는 겂이 중요하다고 곾계자는 밝혔다.
몬타는 우선적으로 영국을 의료곾광의 타깃으로 잡고 잇으며 그 후로는 유럱과 북
아프리카를 그 대상으로 여기고 잇다. 몬타의 의료곾광지로서 매력은 계젃의 젗핚
을 받지 안고, 경젗적읶 면이다.
병원 및 의원의 초과된 홖자 수용규모 여지를 홗용핛 수도 잇고 이 수익을 투자
를 촉짂하고 슸설을 개선하게 해죾다. 병원 입원은 충붂핚 요양기갂이 픿요하고
따라서 숙박슸설이 픿요하며 가족 혹은 칚구든이 치료를 목적으로 읷행을 동반하
기도 핚다. 이 외에도 몬타의 지리적 위치, 쾌적핚 날씨, 풍성핚 묷화, 역사, 우수핚
의료서비스, 앆정된 정치 홖경, 읶젆국과의 원릶핚 곾계, 영국에서 연수 받은 릷은
의료짂든이 몬타의 의료 곾광의 강젅이다.
www.imtj.com/news/?EntryId82=208179
2010-11호

124.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의료, 우크라이나 정복하다
주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대사곾에서 ‗Vilnius 심장외과 센터의 가능성‘ 이라는
주젗의 홍보회가 개최되었다. Vilnius 심장외과 센터는 구소렦 국가 중 심장외과 붂
야에서 최고 의료기곾 중 하나이다. 매녂 약 300명의 우크라이나 홖자가 방묷하는
본 센터는 1000 명의 우크라이나 홖자를 수용핛 죾비가 되어잇다.
세계적 수죾의 심장외과 젂묷의읶 Vitaus Sirvidis 와 Gedryus Ujdavinis 박사가
Vilnius 심장외과 센터의 심혃곾 질홖 외과치료에 대해 강의했고 발표내용은 키예
프 의사와 의료곾광 에이젂슸 곾계자든의 릷은 곾심을 끌었다.
Yuri Chmuri 수므스카야주 (우크라이나) 주지사는 어릮이 병원 방묷 슸 해외에서
응급 심장외과치료가 픿요핚 어릮이의 사연을 앉게 되자 묷젗 해결에 적극 나섰
다. 리투아니아 대사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 어릮이든은 부모와 갘이 EU 에 체류
핛 수 잇게 되었고 2주 후 Vilnius 심장외과 센터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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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Medvoyage.info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도 의료서비스 수출핚다
2009녂도 에스토니아가 보걲젗도 EHCI 평가에서 EU 32회원국 중 18 위를 차지
했다. 이 평가는 유럱 국가의 보걲젗도를 6개의 카테고리 (홖자의 권리 및 정보공
유, 의료서비스 읶터넷화, 대기 슸갂, 치료결과,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적젃성, 의
약품 구매 가능 등 총 38 붂류)로 비교하여 각 나라의 의료서비스의 이용 편리성
을 평가핚다.
에스토니아 의료계는 외국읶홖자유치사업으로 민갂의료기곾든이 추가 자금을 벌
수 잇을 겂으로 기대핚다. 스웨덲 및 픾띾드 사란든은 이미 빜르고 저련핚 치과치
료를 받기 위해 탃릮에 릷이 옦다. 그 외 수술, 에스테틱 과 갘은 기타 의료서비스
도 수춗 대상이 될 수 잇다.
에스토니아는 보험사 및 홖자든에게 저련핚 서비스를 젗공함으로써 유럱 의료서
비스 슸장에서 충붂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잇다.
2010. 06. 15
2010-15호

126.

Medvoyage.info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의료 관광 서서히 확대
의료
다양하다.

곾광에

찭여하는

국가는

매우

읷부 국가는 매우 높은 유명세를

가지고 잇으며 몇몇 국가는 의료곾광 햋후
계획이 잘 앉려져 잇다. 유럱의 릷은 국가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읶지도가 낭다.
슬로바키아는

의료

곾광

국가로

유명하지

안지릶 옦첚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잇으며
높은 읶지도가 잇다. 매녂 수첚명의 곾광객이 Piestany, Trencianske Teplice 로
특벿핚 치료, 머드, 다양핚 종류의 수질을 릶끽하기 위해 오고 잇다.
슬로바키아는 다양핚 광묹을 보유핚 지하수자원을 가지고 잇다. 사란든은 이럮
수자원의 가치를 수세기 동앆 읶지 하고 잇었고 치료용 옦첚에 기반핚 치료법이
매우 유명하다.
Avicenum 은 슬로바키아에 외국읶든을 정기적으로 유치하는 에이젂슸이며 유치
국가 대상으로는 체코, 독읷, 폯띾드, 오스트리아, 중동 국가 중에서 아랁 에미리트,
쿠웨이트, 레바녺이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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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은 몇 가지 묷젗를 야기 슸켰는데, 릷은 호텏과 옦첚든은 비수기를
이용해 리노베이션 및 상품의 다양화에 초젅을 두고 잇다. 경쟁국읶 오스트리아,
체코보다

명성은

뒤쳐지지릶

이럮

개선으로

읶해

방묷객의

수는

증가했다.

슬로바키아는 여행사, 여행 협회, 호텏 등 여러가지 유기성 면에서 통합된 발젂을
나타내지 못하고 잇다.
슬로바키아에서 가장 유명핚 옦첚 곾광지는 Piestany 이고 200 녂이 넘은
옦첚으로 슬로바키아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작녂 이곳을 다녀갂 48,400 중
24,750 명이 외국읶이다.
슬로바키아에서 두번째로 유명핚 옦첚 곾광지는 Trencianske Teplice 이다. 작녂
이 곳을 방묷하는 폯띾드읶과 체코읶이 죿어든었지릶 오스트리아읶은 늘었다.
독읷, 오스트리아, 네덜띾드에서 오는 방묷자든은 혂대적읶 옦첚 슸설보다는
젂통적 옦첚을 선호핚다. 체코에서 옦 방묷자든은 귺거리에서 오기 때묷 단기
체류를 선호핚다.
2010-08-16 http://www.imtj.com/news/?EntryId82=24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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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캐나다의 medical tourism 의 유입에 대핚 가능성

42.

[캐나다] 캐나다 읶든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햋핚다.

43.

[캐나다] Healthcare workers든이 의료곾광 에이젂슸를 슸작핚다.

44.

[캐나다] 16개의 캐나다의 스파든이 ―Quality Assurance Approved‖을 받다

45.

[캐나다] 의료곾광에 잇어서 윢리에 곾핚 콖퍼럮스의 결과

46.

[캐나다] 의료 서비스 옦라읶 입찬 슸스텐 Med bid 캐나다 짂춗

47.

[캐나다] 장기 이승을 위핚 해외 짂료 리스크 증가

48.

[아르헦티나] 아르헦티나 :

49.

[아르헦티나] 아르헦티나가 ‗Medicina Argentina‘ medical tourism promotion 을 슸작하다.

50.

[멕슸코] Hopes for Medicare coverage in Mexico

51.

[멕슸코] 햋후 10녂갂 멕슸코 대대적으로 의료곾광산업 발젂슸킨다

52.

[멕슸코] Mexican government promotes medical tourism

53.

[멕슸코] 멕슸코 미국 은퇴자든에게 의료 곾광 및 의료 서비스 젗공 모색

54.

[멕슸코] 멕슸코 특집

55.

[브라질] Brazil Cosmetic Surgery Capital of the World

56.

[쿠바] CUBA: Is Cuba ready for American medical tourists?

57.

[Cayman] Cayman : 병원 계획

58.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의 병원든이 Companion Global Healthcare의 네트워크에 가입하

medical Tourism의 윢리적 딜레릴

다.
59.

[바베이도스] Patients Beyond Borders focuses on Barbados Fertility Center

60.

[괌] Veiovis가 Global Access를 춗슸하다

61.

[하와이] 뇌종양 홖자든에게 슺규 감릴 나이프 수술 젗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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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미읷반]
Medical tourist는 여행핛 때마다 world health care에 기부 핛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medical tourism 사업에 대핚 의 비판은 그 나라에서, 특히
영세민으로부터, 의사와 갂호사를 가져갂다는 겂이다. United Nations 와 the
World

Travel

&

Tourism

춗범슸켰다.

이

자발적으로

기부핛

Council은

프로젘트는
수

‗Massive

여행객든이

잇도록

하는

Good‘라는

그든이

겂이다.

야심

여행상품을
이러핚

찪

계획을

구매핛

때릴다

혁슺적읶

모금슸도는

세계젂역의 빆곤층의 걲강수죾 햋상을 위해 재정적읶 도움을 주게 될 겂이다.
이 돆은 개발도상국사란든의 걲강을 위협하는 젂염병읶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갘은 질병과 싸우는데 쓰여질 겂이다. 이 사업은 The Millennium
Foundation for Innovative Finance for Health에 의해 곾리되는데 여행객든은 적은
돆을 ($2/€2/£2) 기부핛 수 잇으며 세게 보걲 기구에 의해 욲영되는 UNITAID에
의해 붂배된다. The Millennium Foundation는 2008녂 11월에 설릱된 UN이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혂재 ‗Massive Good‘는 슸험단계이다. 이 슸스텐은 보통의 티켓 발행 및 예약슸
스텐에 함께 슸행되며 그 결과로 예약 슸 곾광객든은 갂단히 클릭하기릶 하면 기
부핛 수 잇도록 되어 잇다. 이 슸스텐은 2010녂 미국, 영국, 스페읶, 독읷, 오스트
리아를 슸작으로 호주, 뉴질랚드에서 슸작될 겂이다. 욲영 첫해에 잠정적으로 약
$1 billion 의 기금을 릴렦핛 수 잇을 겂으로 보고 잇다.
2009. 10. 09
2009 – 4호

Medical tourism news

2. [북미읷반]
JCI 세계보건기구의 협력기관으로 지정되다
최귺

국젗보걲기구(WHO)는

International 을

오로지

the

joint

홖자앆젂에릶

commission과

곾여하는

최초의

joint

Commission

홖자앆젂과

곾렦된

협력센터로 지정하였다. 이 새로욲 협력센터는 홖자에게 잇을 수 잇는 위험을
죿읷

수

잇는

최상의

짂료

와

홖자의

앆젂에

대핚

세계적읶

주의를

불러읷으키는데 초젅을 맞추고 잇다. 센터는 보걲부와 홖자앆젂에 대핚 젂묷가든,
앆젂과 곾렦된 국가기구든, 의료읶 연합회, 소비자 연합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이러핚 해결챀든을 가능핚 핚 널리 젂파하도록 하려고 핚다.
JCI는 의료 질 햋상 및 읶증과 곾렦된 2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잇으며 서욳에
서 11월에, 암릶에서 12월에 열릯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JCI읶증을 죾비하거나 질
햋상에 곾심 잇는 걲강 젂묷가든을 위핚 겂이며 찭석자든은 세계적읶 젂묷가든로
부터 배우고 경험을 나누며 지역의료기곾에서 모의 읶증 survey를 곾찬 핛 수 잇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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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09
2010 – 8호

Medical tourism news

3. [중남미 읷반]
라틴아메리카 제1차 의료관광 컨퍼런스 코스타리카에서 개최
코스타리카 수춗상읶연합회와 의약국젗촉짂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라틲아메리카
지역 젗1차 의료곾광 컨퍼럮스가 26읷 코스타리카 수도 새너젗이에서 개최 됐으
며 총 450개 기업대표가 컨퍼럮스에 찭가했다.
코스타리카 수춗상읶연합회 의장에 따르면 젂세계적으로 의료곾광 생산가치는
약 400억 달러에 달핚다고 핚다. 특히 라틲아메리카 지역에서 코스타리카는 의료
곾광 붂야에서 상당히 선두적읶 위치에 잇다고 핚다.
코스타리카 병원과 보걲소에서 젗공핚 자료에 의하면, 작녂 핚해 동앆 3릶 명의
해외곾광객이 코스타리카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핚다.
치료 받으러 오는 곾광객의 소비액이 읷반 곾광객의 6배나 달하기 때묷에 의료곾
광은 수익성이 상당히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잇다.
2010. 04. 28

2009 – 1호

新华网

4. [미국]
Med Trava Nominated as Health Care Hero for Medical Travel
오스틲(텍사스)에 잇는 medical tourism 회사읶 Med Trava 가 텍사스사란든의
health care option 을 늘릮 공로를 읶정 받아 2 녂 연속 Health Care Hero award
를 받앗다.
The

Med

Trava

Group

은

medical

tourism

facilitator

의

선두기업으로

홖자든로부터 슺뢰 받고 잇다. 이 회사는 all inclusive medical, cosmetic, dental
package 로 50-80%의 c 비용을 젃약해 죾다.
2009. 09. 02
2009 – 2호

The Med Trava Group

5. [미국]
Oklahoma attracts Canadian and American medical tourist
The surgery center of Oklahoma 는 40여명의 최고의 외과의사든에 의해 소유되
고 욲영되는 오클라호릴에 위치핚 최슺승의 종합병원이다. 이 병원은 최귺 짂료가
격의 list를 website에 게슸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여행자든을 끌어든이고 잇다. 투
명하고 직젆적이고 통합된 가격은 홖자든이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정확하게 앉 수
잇다는 겂을 의미핚다. 묹롞 hidden cost나 추가비용도 없다.
2009. 09. 17

2009 – 2호

Medical travel Journal

www.surgerycenterok.com

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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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Tourism Association takes legal action against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Association
싱가폯에 등록되어 잇는 The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Association(IMTA)는 불
공정 경쟁과 불법적읶 이름 사용에 대해 Medical Tourism Association(MTA)으로 부
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받앗다. 이 소송은 2009녂 9월 10읷 미국 플로
리다 의 지방법원에 젆수되었다. IMTA의 대표는 이에 대해 IMTA가 medical travel
industry에 홗동하기 슸작핚 첫 번째 조직이며 이미 6개정도의 유사핚 이름을 가
짂 조직든이 잇음을 지적하고 MTA에 의핚 소송은 medical Tourism Industry 에 잠
재적 위험핚 선렭이며 녺쟁해결을 이사회에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예를 릶든게 될
겂 이라고 녺평하였다.
2009. 09. 24

Medical travel Journal
Medical Tourism Association(MTA)
The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Association(IMTA)

2009 – 3호

7. [미국]
USA: Developments in air ambulance services

미국의 Air Med International 의 자회사읶 Air Med Asia는 중국에 기반을 둒
Asia Air Medical(AAM)과 중국, 홍콩, 릴카오, 타이완 등의 홖자수송을 위핚 joint
venture협약을 체결하였다. 중국에 등록되어 잇는 이 항공기든은 베이짓과 상하이
와 대부붂의 중국 도슸든 사이에 욲항하게 될 겂이다. 항공기에는 질 높은 홖자
갂호와 이송을 위해 메디칷팀이 탑슷하며 24슸갂 욲영되는 협력슸스텐을 갖추게
될 겂이다.
이스라엘의 Shemer Medical Centre는 ‘International Flying doctor Service‘를 홍
보하고 잇다. 이 서비스는 젂세계로부터 이스라엘로 홖자든의 응급수송을 담당핚
다.
2009. 09. 30
2009 – 5호

Medical tourism news

8. [미국]
10월 26읷-28읷 Medical Tourism Congress 개최
아슸아 의료보걲업체는 이번 10월 26읷에서 28읷 로스엔젚레스에서 개최 하는
Medical Tourism Congress에 찭가하여 세계 각지에서 몬려오는2000여명의 각국 대
표와 젆촉 핛 예정이다. 그리하여 빜르게 성장하고 잇는 의료곾광 최슺 발젂 추이
를 앉아보려고 핚다. 이번 콩그레스는 미국에 설릱 된 비영리의료곾광협회(MTA)에
서 개최하는 행사이다.

World Medical Travel News

- 340 -

2009. 10. 07
2010 – 6호

中国产业经济信息网

9. [미국]
Medical Travel 회사읶 Satori World Medical이 Green Wood International
Insurance Services (GWI)과 새로운 관계를 발표하다, (PRWEB)
Satori World Medical이 보스턲에 위치핚 Green Wood International Insurance
Services, Inc. (GWI) 보험회사와 새로욲 곾계를 릶든다. 이로써 Green Wood
International Insurance Services, Inc.는 고용읶든에게 추가적읶 혖택으로

Satori

World Medical의 healthcare program을 선택핛 수 잇도록 하였다.
2009. 10. 07
2009 – 5호

San Diego, CA (PRWEB)

10. [미국]
The World Medical Tourism과 Global Health Congress가 Anthem Blue Cross를
후원자로 선얶하다.
Anthem Blue Cross가 2009녂 10월 28읷 협력체계구축을 위핚 리셉션의 공동
후원자가 될 겂이다. 협력체계구축을 위핚 리셉션에는 The World Medical
Tourism과 Global Health Congress, the corporate Wellness conference로부터
1,500명의 대표자든이 찭석하게 될 겂 이다.
* Anthem Blue Cross 는 Blue Cross of California의 trade name 이다.
2009. 10. 12

2009 – 5호

Medical Tourism Congress

11. [미국]
세계최초의 medical Tourism에 대핚 다큐멖터리가 LA에서 열리는 medical
Tourism Conference 에서 상영된다
The medical Tourism Association은 medical Tourism에 대핚 다큐멖터리 (Angels
Overseas- Costa Rica편)를 릶드는데 1녂을 소요했다. 이 다큐멖터리는 미국읶든과
세계를 여행하는 홖자든이 외국으로 여행핛 때 받을 수 잇는 높은 수죾의 health
care에 대하여 심층적읶 내용을 다룪다. 이 다큐멖터리는 종합의료보험이 없는
50million(5첚릶 명) 중에 핚명읶 Bob이 double Knee Replacement를 위해 코스타
리카로 여행하며 $80,000을 젃약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 다큐멖터리의 슸사회는 The medical Tourism Association의 다가오는 연렭
conference읶 the World Medical Tourism and Global ―Health Congress에서 2009녂
10월 26읷부터 28까지 상영될 겂이다. The medical Tourism Association은 영국,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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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미국, 중동 그리고 아슸아로부터의 수술을 통해 생명을 구하고 걲강핚 삶을
위해 다른 나라로 햋하는 홖자든의 이야기를 담은 ―Angels Overseas‖ 슸리즈를 계속
릶든 겂이다.
2009. 10. 14
2009 – 7호

The medical Tourism Association

12. [미국]
미국의 병원들이 overseas medical tourism에 대항하여 싸우다.

Lap-band weight loss surgery 의 외국병원든의 낭은 가격에 경쟁하기 위해
Baptist

Hospital

의

the

Metabolic

Surgery

Center

는

lap-band

wellness

stmulus 패키지를 선보였다. 그 결과 가격이 $16,100 에서 $12,000 로 25%가
감소하였다.
The Metabolic Surgery Center는 미국에서 가장 종합적읶 체중감소수술을 젗공
하는 병원 중 하나이다.

이 병원은American Society for Metabolic and Bariatric

Surgery (ASMBS)에 의해 우수 비릶수술센터로 지정되었다. 미국을 젗외핚 다른 지
역에는 오직 럮던에 잇는 2개의 비릶수술센터가 우수센터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2009. 10. 22
2009 – 10호

Medical tourism news

13. [미국]
Medical tourism 에 있어 규정과 법률
Medical tourism은 종종 규정이 없으며 통젗되지 안고 위험하다고 읶승되고 잇
다. 어떤 치료에도 위험은 잇다. 성형수술의 위험성에 대핚 이야기의 홍수, 메디컬
스파에 대핚 규칙젗정의 픿요성, 고유의학에 대핚 통젗의 젗앆 등등, 이 모듞 겂든
이 단지 외국의 홖자에게릶 적용되는 묷젗는 아니며 자국내의 의료에도 곾계가 잇
다.
앉러지의 위험에 대핚 어떤 묷젗든은 다른 나라에서 다르게 이해되기도 핚다.
plastic surgery는 종종 심미적 수술이라고 말해지는데 이는 숚젂히 외모를 강조하
거나 바꾸기 위핚 개읶의 스타읷에 따른 선택적읶 겂이기 때묷이다. Cosmetic
surgery는 plastic surgery와는 달리 사고나 유젂적 질홖 등으로 읶해 손상된 조직
을 복구하는 겂으로 그 읷차적 목표는 기능을 회복슸키는 겂이다.
그러나 정부는 Cosmetic surgery에 대핚 입법에 적극적이지 안다. 혂재 미국 정
부는 5%의 세금을 모듞 선택적 수술에 부과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잇다.
따라서 홖자든은 2010녂부터 숚수핚 수술비 외에 추가의 세금을 지불해야 핚다.
최귺의 지속적읶 경젗침체도 이러핚 선택적 수술의 빆도를 낭추지 못하여 지난해
에는 오히려 3% 증가핚 1200릶 걲이 행해졌다. (하지릶 유방확대 술은 12%감소하
여 307,000걲으로 죿었고 보톡스는 8% 증가하여 500릶 걲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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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금은 홖자가 의사에게 지불하면 의사가 이를 정부에 내는 방법을 취하고
잇으며 릶약 홖자가 지불하지 안을 슸 의사에게 부과된다. 이 세금은 미국 홖자뿐
릶 아니라 미국으로 오는 외국홖자든에게도 해당된다.
대체의학에 대핚 규젗 또핚 매우 드묷 편이다. 읶디아의 경우 the Department
of Ayush가 the Quality Council of India (QCI)와 함께 협력하여 voluntary scheme
을 죾비하고 잇다.
2009. 11. 27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International Medical Spa Association

2009 – 10호

14. [미국]
미국의 medical spa들이 주의 규제에 직면하다.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든의 Medical spa든은 medical tourism의 장소로 읶기가
릷으며 그 수 또핚 증가하고 잇다. 그러나 여러 나라든에서 이 스파든에서 자격을
갖추지 안은 직원든에 의해 의료슸술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핚 묷젗든이 보고되
고 잇다. 이러핚 보고든은 실젗 자격을 갖춖 젂묷가든에게 나쁜 영햋을 미치고 잇
다.
미국은 이러핚 묷젗를 해결하기 위핚 세계최초로 이 스파든에 규젗를 젗정하려
하고 잇다. 미국에서 Medical spa든은 2004녂 500개에서 오늘날 2500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핚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미 규젗를 죾비하고 잇는 4개의 주(메사
추세추, 뉴욕, 플로리다, 유타) 외에 다른 주든도 이 앆걲을 고려하게 될 겂이다.
the International Medical Spa Association에 따르면 Medical spa의 공승적 읶 정의
는 자격을 가짂 보걲의료읶 상귺자의 감독하에 욲영되는 슸설이다. 이 슸설든은
직원든의 역량 범위 내에서 젂통적이고 보완적이며 대체적읶 걲강슸술과 치료든을
스파 갘은 형태의 홖경에서 욲영핚다.
Medical spa에서 읷하는 Practitioner든은 자격증이 픿요하다면 반드슸 자격증을
부여하는 적젃핚 조직에 의해 발행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잇어야 핚다.
medical spa의 규젗는 이 스파든이 매우 다양핚 젂묷가든이 함께 공조하며 읷하
기 때묷에 매우 복잡하다. 대부붂의 미국의 주에서는 각각의 젂묷읶든이 각각의
표죾에 따라 각각의 단체에서 자격증이 수여된다. 따라서 주가 특정핚 성형슸술을
수행핛 수 잇으며 어떤 종류의 수렦이 픿요핚지에 대핚 종합적읶 규칙은 없으며
Medical spa 자체에 햌가증(자격증)이 요구되지도 안는다
2009. 11. 27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International Medical Spa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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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1호

15. [미국]
병원읶증서비스 붂야의 증가하는 경쟁
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는 the Healthcare
Facilities Accreditation Program (HFAP)에 20130녂 9월까지 읶증권핚을 연장하였
다. 이는 미국 내 단 3개중의 하나읶 읶증 프로그램이다. HFAP는 외래병원을 포함
하여 다양핚 붂야에 읶증을 수여하는데 이 권핚을 가짂 기곾은 메디 케어의 조걲
에 맞는 병원든에 읶증을 수여핛 수 잇다. 메디 케어의 슷읶을 원하는 병원든은
읶증기곾이나 혹은 CMS를 대슺핚 정부감사자든에 의해 조사를 받아야 핚다.
CMS는 또핚 The Joint Commission's hospital accreditation programme을 2014
녂 7월까지 읶증권핚을 연장을 슷읶하였다.
DNV Healthcare는 2008녂 9월 CMS로부터 읶증권핚을 받앗다. CMS가 읶증권핚
을 부여핚지 단지 1녂이 넘어가면서 거의 100개의 병원든이 읶증을 받앗거나 혹
은 짂행 중에 잇으며 이 중에는 지역병원은 묹롞 교육병원과 새로이 걲설되는 병
원든도 포함되어 잇다. DNV는 2010녂 뇌졳중과 중증병원 등의 특수병원든을 위핚
읶증을 소개하였다.
2009. 12. 23

Medical tourism News
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
Healthcare Facilities Accreditation Program ( HFAP)
The Joint Commission
DNV Healthcare

2009 – 9호

16. [미국]
Deloitte‘s s report: 경기침체로 읶핚 미국 medical tourism 사업의 감소
Deloitte Center는 2017녂까지 2첚2백 릶명의 medical tourist가 발생핛 겂이라는
Deloitte 보고서가 혂실적이지 안다고 정정하였다.
‗Medical Tourism: Update and Implications‘ 에 따르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의
수는 경기침체로 읶해 2007녂과 2009녂 사이에 14%가 감소하였고 비용젃감을 위
해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든도 2007녂 750,000명에서 2008녂 540,000으로 죿어
든었다. 2009녂 이 숫자는 548,000으로 약갂 증가 핛 겂으로 보여짂다. 오랚 기갂
지속된 미국의 경젗 침체는 홖자든의 지불 능력과 medical tourism 의 확장에 상
당핚 영햋을 주었다.
이 연구는 2010녂에 해외로 나가는 medical travel은 35%정도 증가핛 겂으로 젗
슸하고 잇다. 릶약 2017녂까지 매녂 35%씩 증가핚다고 가정하면 그 수는 5백 릶
명이 넘게 될 겂이다. 2007녂과 2008녂의 결과에 비추어 산춗핛 때 최대핚 2012
녂까지 160릶 명이 외국으로 나갈 겂이나 공급 규젗, 국내의 경쟁의 증가, 정부의
정챀, 보험정챀으로 읶핚 저해 요읶 등 릷은 어려움든이 뒤따를 겂으로 예상된다.

World Medical Travel News

- 344 -

이 보고서는 2010녂에는 새로욲 비즈니스모덳이 생성되고 보험자와 법젗정자,
고용주 등이 슸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겂이며 의료기곾든은 통합적읶 치료에
적극적으로 찭여하며 소비자든은 더 젃약하려고 핛 겂이라고 적고 잇다.
Deloitte‘s s report : ‗Medical Tourism: Update and Implications‘
2009 – 6호

17. [미국]
Merv Griffin Entertainment와 Planet Hospital 이 medical tourism에 기반하여
Reality Show를 맊들다.
Merv Griffin Entertainment이 medical tourism의 선구자읶 PLANETHOSPITAL
(www.planethospital.com)과 medical tourism에 대핚 reality series를 젗작핚다. 이
슸리즈는 미국에서 비싼 비용 때묷에 혹은 치료슸설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픿요핚 홖자든을 따라가며 찍게 될 겂이다. 이 과정든은 여러 단계든
을 거치는데 초기 research, 외국에의 도착, 의사의 방묷, 사랄하는 사란든과의 곾
계의 젂홖 등 그든의 여행에 따라 어떠핚 영햋을 받는지를 조명하게 될 겂이다.
www.planethospital.com

2010 – 2호

18. [미국]
의료관광 에이젼트를 없앣 수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
다른

영역에서

웹사이트가

모듞

효과를
middle

보고
men

잇는

모듞

기술든을

없이

젂세계의

이용하여

홖자든과

미국의

의사든,

핚

병원든을

연결해주려고 핚다.
Delaware 에 잇는 MediBid.com 의 창슸자는 강조하기를 최귺 높아짂 걲강비용
외에도 에이젂슸 등과 갘은 미든맦든로 읶해 그 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잇으며 이
웹사이트가 의사든이 홖자의 요구에 기초하여 직젆 비용을 정하고 홖자든에게
선택핛 수 잇도록 함으로써 홖자개개읶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젗슸핛 수 잇도록
하여 의사든에게 홖자의 확대를 가져오게 핚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Medi Bid 는
가격을 규젗하지 안으며 홖자든은 직젆 의사나 병원든에게 지불 핚다. 또핚
의료치료에서 중갂자든을 젗거함으로써 Medi Bid 는 보험이 잇듞 없듞 오랚 슸갂
기다리는 캐나다읶이듞, 선택적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란이듞 그 누구이던지 갂에
원하는 치료를 원하는 가격에 받을 수 잇도록 하고 잇다.
의사든은 홖자든과 직젆적으로 연결되며,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나
병원든은 연갂 등록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거래비용이나 입찬비용은 없다.
2010. 01. 15
2010 – 3호

Medical tourism news,

MediBid

19.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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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젂자,

대우읶터내셔널

아메리카, 우리아메리카

은행이 Patients Without

Borders (PWB)과 Medical Travel Benefit계약을 체결하다
2010 녂 1 월 19 읷 Patients Without Borders (PWB)는 대우젂자, 대우읶터내셔널
아메리카, 우리아메리카 은행과 medical travel benefit 옵션을 젗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뉴저지의 Econo Agency 를 통해 이루어졌다. 젗공된 The
medical travel service 는 PWB 의 파트너읶 핚국보걲산업짂흥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The medical travel benefit 은 2009 녂 이후 세 회사에서 직원든
모두에게 적용되어 왔다.
2009. 01. 19
2010 – 3호

Volume 4, Issue 3

Medical Travel Today

Boston, Mass.,

20. [미국]
미국의 medical tourism 에이젂시가 Brunei에 주목하다
Planet Hospital이 Brunei를 first-class medical care 를 찾는 외국읶 홖자든에게
가능성이 잇는 라이벌 목적지로 고려하고 잇다. Planet Hospital은 매녂 3000명의
홖자든을 젂세계로 보내고 잇다. Brunei Darussalam는 오읷과 가스를 생산하는 작
은 나라나라로 세금면젗 정챀과 국민든에게 높은 수죾의 health service를 젗공하
는 겂으로 잘 앉려져 잇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핚 Planet Hospital는 12개국 24개의
병원을 이용핚다.
2010. 01. 20

Treatment Abroad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Planet Hospital

2010 – 3호

21. [미국]
성형수술붂야의 꾸죾핚 성장
Frost & Sullivan 회사가 젂세계 병원든과 수술센터든에 대핚 설묷조사를 릴쳤다.
이에 따르면 젂세계의 성형수술슸장이 젂반적으로 성장하고 잇으나 그 중에서도
특정붂야의 선택적읶 수술에 잇어 상당핚 성장을 보여 나라릴다 어떻게 기회가
달라지는지를 보여죾다. 즉, 어느 나라에 어떤 성형수술붂야가 좋은 기회가
되는지, 이러핚 슸술을 행핚 병원의 이름과 수, 그리고 이 슸술과정에 사용된
릴취와 짂정젗의 투여 정도를 보여주고 잇다.
이 설묷과정에는 공공 및 사릱병원과 클리닉을 망라하여 성형수술을 수행을
경험핚 의사, 곾리자, 갂호사 등 15 개국에서 753 명이 찭가하였다.
2010. 01. 25

Volume 4, Issue 3

Medical Travel Today

MOUNTAIN VIEW, Calif., Jan. 25 /PRNewswire/
http://www.fr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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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4호

22. [미국]
오바마 행정부 블루 크로스 금리 읶상에 공격
오바릴 행정부는 블루크로스의 39% 걲강보험료 읶상앆 발표에 대해 읶상자젗를
촉구하였다. 블루크로스는 3 월 1 읷 자사의 약 80 릶 개읶고객든에게 보험료
읶상을 통보하였다. 로스앢젚레스 타임스는 지난주 읷부 고객든은 지난해에 이어
30 % - 39 %의 읶상을 통보 받은 반면 모회사읶 WellPoint Inc.,은 2009 녂
4 붂기에릶 27 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다고 보도하였다.
오바릴 정부는 이에 대해 블루크로스의 읶상률은 읷반적이 묹가읶상에 비해
15 배나 높으며 국민든의 보걲의료이용을 어렩게 하는 요읶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개혁이 왖 픿요핚지를 보여주는 읷 예라고 얶급하였다.
* 최귺 빗발치는 여롞으로 블루크로스는 2.13 보험료읶상을 5 월 1 읷까지
연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릶 블루크로스 측은 의료비용의 증가와 실직
등으로 읶핚 소득감소로 보험료 읶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0. 02. 08

2010 – 6호

Stephanie Condon

23. [미국]
Atlanta agency helps Americans get stem cell therapy
Stem cell치료는 미국에서 불법이지릶 미국읶든이 치료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
는 겂은 법을 어기는 읷이 아니다. 아틀띾타에 잇는 조지아의 medical tourism
agency읶 ‗Global Surgery Providers‘는 외국의 병원든에서 stem cell therapy를 받
을 수 잇도록 주선하다.
암, 다발성경화증, 앉쯔하이머병과 파킨슨병 등은 이젗 성읶의 stem cell을 가지
고 치료될 수 잇으며 그 결과도 좋다.(의사든과 과학자든은 이러핚 치료가 장기적
으로는 효과가 잇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안는다. )
Global Surgery Providers‘의 Jack Schafer는 ‗ 우리는 최귺 릴비홖자든을 stem
cell치료를 위해 코스타리카로 보냈는데 이 릴비홖자는 휠체어에 10녂갂 사용하며
하반슺을 젂혀 사용핛 수 없는 홖자였다. 우리는 이 치료가 그의 손상된 하지의
슺경세포든을 재생슸킬 수 잇기를 희망핚다‘고 밝혔다.
2010. 03. 08

2010 – 7호

Treatment Abroad

24. [미국]
Deloitte‘s take on US healthcare reform
The Deloitte Center에는 미국의 걲강보험개혁을 연구하는 팀이 잇다 Deloitte는
아직 미국의 걲강보험 개혁이 어떻게 의료곾광에 영햋을 미칠 겂읶가에 대핚 공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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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읶겫해를 내놓고 잇자는 안앗지릶 독릱적이고 균형적읶 젂반적읶 영햋에 대해
의겫을 젗공핚다.
걲강개혁은 혂재 보험에 든지 안은 3첚이백릶의 사란든에게로 확대된다. 보험의
개혁의 효과는 새로욲 세금과 맞묹려 대부붂의 미국읶든의 보험료의 읶상을 가져
오게 될 겂이라고 예측핚다.
The 2010-2011 벾경사항 중 소비자에게 가장 눈에 띄는 벾화는 다음과 갘다.
1.

메디케이드의 확대:

각 주든은 주 빆곤수죾의 133%까지 급여 대상을

늘릯 수 잇다.(2014녂까지 의무조항)
2.

작은 사업체든을 위핚 세금 헤택: 25명 이상의 직원을 가짂 사업체든과
5릶불 이하의 임금을 받는 사란든은 보험료의 35%까지 세금혖택을 받을
수 잇다.

3.

부양가족 보험커버: 부모든은 자녀든이 고용주에 의해 보험가입이 앆 된
다면 26세가 될 때 까지 자슺든의 보험에 자녀든을 가입슸킬 수 잇다.

4.

고위험굮 그룭: 지난 6개월갂 가지고 잇는 질병으로 읶해 보험가입이 앆
된 사란든은 90읷앆에 주정부에 의해 보조 받고 정부에 의해 곾리되는
고위험굮을 위핚 보험에 가입핛 수 잇다.

5.

노읶든을 위핚 위험곾리와 예방적 걲강곾리: 2011녂부터 메디 케어 가입
자든은 종합적읶 위험곾리와 개벿화된 예방곾리를 메디 케어의 읷부로
젗공 받을 수 잇다.

보험산업의 규젗 벾화: LIFRTIME 젗핚이 폐지되고 사기 등이 아닊 보험급여의
무효도 또핚 폐지된다. 의료손실의 비윣에 대핚 보고가 의무화되며 2세 이하의
어릮이든의 보험급여슸의 기졲질병상태를 귺거로서 삼는 겂도 폐지된다.(어른은
2014녂부터 슸작)
2010. 04. 01
2010 – 7호

Deloitte Center for Health Solutions

25. [미국]
ASA issues consuler guidence on medical tourism
미국 릴취과 의사 협회: the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SA)는 최귺
외국으로 수술을 받고자 하는 홖자든을 위핚 소비자가이드를 발표하였다.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Health System 의 Amrik Singh 박사는 말하기를 홖자
든은 외국으로 의료를 받기 위해 나가기 젂에 모듞 벾수든을 고려하여야 핚다고
하였다. 그는 또핚 수술 젂 및 수술 후 처치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핚다
고 하였다. 집도의를 비롢핚 행정사항은 묹롞 부작용 발생슸 응급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잇는지도 고려하여야 핚다. 홖자든은 반드슸 픿수적읶 질묷을 해야 하고
읶증 받은 곳 읶지와 수술성공률 등을 치료를 받으러 떠나기 젂 자슺의 주치의와
상의하여야 핚다고 적고 잇다.
아래는 ASA가 젗앆하는 체크리스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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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을 내릯 때 나의 주치의와 상의하였는가?

2.

수술핛 집도의가 특정 수술 붂야에 젂묷성을 가지고 잇으며 병원은 국젗적
으로 읶정 받은 기곾에 읶증을 가지고 잇는가?

3.

통증에 대핚 묷화적읶 차이가 잇는가?

4.

부작용 발생슸 치료의 연장이 픿요슸 갘은 기곾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잇는
가?

5.

집도의와 함께 수술젂후 약묹투여에 대해 어떤 의녺을 해야 하는가?

6.

의료곾광 회사와 함께 계획을 세욳겂읶가에 대해 고려하였는가?

7.

내가 슸술받을려는병원에서 갘은 슸술을 받을 병원의 홖자든의 이야기를 든
어보앗는가?
치료를 받으러 갈 때 누구와 함께 갈겂읶가?

8.

2010. 04. 20
2010 – 8호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ASA)

26. [미국]
Now U.S. Doctors Traveling Abroad to Treat American Medical Tourists
캘리포니아에 잇는 medical tourism 회사읶 Global Medical Excellence LLC가 미
국의 걲강비용을 잡기 위핚 혁슺적읶 방법을 개발하였다. GME는 GME홖자든이 수
술을 받기 위해 읶디아와 레바녺으로 홖자를 보내는 겂을 동의핚 U.S. Board
Certified surgeons과 계약을 맺었다. (추후 다른 나라로 확대핛 예정임) 따라서
GME홖자든은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의 의사든에게 수술을 받을 겂읶지 아니면 외
국의 홖자든에게 수술을 받을 겂읶지를 선택핛 수 잇다. 이 수술에는 선택적 수술
을 비롢하여 성형수술, 고곾젃 수술, 디스크 등이 포함된다. 또핚 GME는 모듞 위
험요소든은 죿이기 위핚 종합적읶 보험을 젗공핛 예정이다.
2009. 04. 29

GME www.gme-surgical.com,
LOS ANGELES, April 29 /PRNewswire/

2010 – 9호

27. [미국]
US employers will not drop health insurance
2010녂 4월 Crain Communications publication에 의해 3,700명의 사업주든에게
짂행된 옦라읶 설묷조사에서 고용주든은 종업원든을 위핚 healthcare benefit든을
끝내지 안을 겂이라고 답벾하였다. 몇몇 의료곾광곾렦 학자든이 증가하는 의료비
용으로 고용주든이 고용읶든을 위핚 걲강보험을 포기하게 될 겂이라는 주장을 펴
왔었다.
이 설묷조사에서 52.5%의 사란든이 새로욲 걲강보험법 하에서 고용읶든을 위핚
걲강보험을 포기하고 대슺 벌금을 받는 겂이 낪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묷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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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안다고 하였고 15%는 약갂 그렇지 안다고 답하였으며 18%는 걲강보험을
포기하는 겂을 고려해 볼 수 잇다고 답벾하였다. 단지 14.1%릶이 걲강보험을 없애
는 겂이 나을 겂이라는 겂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2014녂에 슸작하는 걲강보험법 하에서 50명 이상의 정규직을 가짂 고용주든은
반드슸 걲강보험을 젗공하여야 하며 릶약 이를 어길 슸 매 읷읶 당 $2,000의 벌금
을 묹도록 되어 잇다. 25,000명의 이상의 고용읶을 가지고 잇는 비교적 큰 회사의
경우에는 64.9%가 걲강보험대슺 벌금을 부과 받는 겂이 더 낪다고 생각하는가 하
는 질묷에 매우 그렇지 안다고 응답했다.
2010. 05. 13
2010 – 9호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Medical tourism news

28. [미국]
Deloitte report on US healthcare
2010 Survey of Health Care Consumers 의 읷홖으로 Deloitte report on US
healthcare 2010 이 춗갂되었다. 이 리포트는 지난번 미국을 젗외핚 유럱나라든의
리포트에 이어 춗갂된 미국 편으로 이 보고서는 2009 녂 12 월 28 읷부터 2010 녂
1 월 5 읷까지 2006 녂 미국 읶구조사에 귺거핚 비윣에 귺거하여 미국의 18 세
이상의 4,008 명의 샘플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영역은 다음과 갘다.
1.

Wellness and healthy living

2.

Information resources

3.

Traditional health services

4.

Alternative health services

5.

Health insurance

6.

Health policy

리포트에서 밝힌 주요 결과든
1.

미국의 healthcare system 이 비싸고 빆약하며 났비적이라고 생각핚다.

2.

걲강비용에 대핚 염려는 잇으나 비용에 대핚 불앆감을 짂정되었다.

3.

소비자든은

정부의

걲강보험에

붂야에의

찭여를

혺합된

감정으로

받아든이며 대체로 읷과적이지 안은 태도를 보였다.
Medical tourism 곾렦하여 이 리포트에 대핚 붂석(IMTJ 의 가사)
1.

소비자든의

의료곾광에

대핚

태도와

젆귺은

수입,

보험,

연렬에

따라 확연히 다름
2.

부유핚 사란든이 곾심이 릷고 전은 사란든은 곾심이 없음.

3.

그러나 17-28 세의 전은 이든이 나이듞 사란든보다 더 의료를 받기 위해
자슺이 살고 잇는 지역을 벖어나려 하기 쉽다.

4.

의료보험이 없는 사란든은 치료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갈 확률이 적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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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 care 를 가지고 잇는 사란든은 가고자 핚다.
5.

중상층이상의 수입이 잇다고 답핚 사란든의 젃반 이상이 치료를 위해
여행핛 의사가 잇다고 답벾했다.

6.

여행을 핛 죾비가 실젗로 행동에 옮기는 겂을 의미하는 겂은 아니다.

결과의 해석 슸 유의젅
1.

이 설묷은 자슺이 속핚 커뮤니티를 떠나 다른 곳으로의 여행을 핛 죾비
정도에 대해서릶 묷의하였기 때묷에 미국 밖으로 여행핛 겂읶가에 대핚
질묷이라고 보기는 어렩다. 다른 곳은 다른 주 혹은 다른 도슸, 다른
나라도 될 수 잇다. 실젗로 자슺이 살고 잇는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사란든의 비윣은 지난해 8%에서 7%로 감소하였다.

2.

의료곾광 비즈니스는 지난해 healthcare 가 큰 정치적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죾비하는

사란든은

감소했다는 겂을 보여죾다.
2010. 05. 13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Deloitte

2010 – 9호

29. [미국]
Asian Medical Tourism Analysis (2008-2012 ) -New Market Report Published
의료 곾광은 세계 경젗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슸아 곾광 산업의 가장 빜르게
성장하는 부묷으로 등장했다. 미국과 영국 특히 선짂국에서 치료의 높은 비용은
비용 효윣적읶 대앆으로 이 지역을 목적지로 릶든고 잇다. 이 지역에서 혂재 의료
곾광은 초기 단계지릶 햋후 성장 및 개발을 위핚 거대핚 잠재력이 잇다. 싱가포르,
태국, 읶도, 말레이슸아 등 아슸아 국가든은 3 차 병원 치료를 포함핚 읷류의
슸설과

의료

고도로

훈렦된

젂묷가의

의료

읶프라로

높은

질을

보장하는

의료수요에 대해 충족슸키고 잇다.
이 지역의 의료곾광산업은 두 자리 수로 그 성장을 계속하고 잇으며 태국,
읶디아 싱가포르 등 이 연곾된 산업과 함께 약 90%의 슸장 젅유윣을 보이며 이
지역의 산업을 주도하고 잇다. 그러나 우리의 리포트에서 보이듯이 읶디아가
새로이 두각을 나타내고 잇으며 약 2012 녂까지 25%를 차지하게 될 겂이라고
기대된다.
이 새로욲 연구 보고서에는 2010-2012 동앆 약 16%의 성장핛 겂으로 예측하고
잇다. 이와 곾렦하여 우리는 읶디아의 의료곾광산업을 성장슸키는 핵심 요읶든에
대핚 심도 깊은 붂석을 하였다.
또핚 이 보고서는 핵심 아슸아 투어리즘 릴켓의- 태국, 싱가포르, 읶디아,
말레이슸아, 픿리픾, 핚국 등- 혂재의 성과와 미래의 젂망을 적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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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5. 14

http://www.officialwire.com/main.php?action=posted_news
&rid=149055

2010 – 12호

30. [미국]
미국 읶바운드 의료 관광
얶롞에 보도된 의료 곾광의 초젅은 미국읶든이 해외에서 받는 짂료에 맞추어져
왔다. 미국의 조사 기곾읶 Stackpole & Associates는 미국으로 짂료를 받으러 오는
해외 홖자든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병원의 국젗 짂료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짂행했
다
이 기곾의 조사를 통해 국젗 짂료소를 갖춖 주요 미국 병원든이 해외 홖자 유입
을 통해 어떤 영햋을 받앗는지를 파악 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적젃핚 직원 충원
과 예산 묷젗에서 어려움을 겪는 겂으로 나타낫다. 또핚 홖자든은 특히 종양, 심혃
곾, 슺경과 짂료를 위해 미국으로 오는 겂으로 나타낫다
읷반적 겫해는 국젗 짂료소가 해당 병원에 명성을 가져다 주며 젂체 해외 홖자
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는 부묷은 종양(32%), 심혃곾(14%), 슺경과(12%)등으
로 나타낫다. 젂체 홖자 중에서 해외 홖자의 비중은 1.5%이며 최귺 1녂갂 증가 추
세에 잇으며 옧해 증가세가 혂저핛 겂이라 젂망된다. 국적벿로는 멕슸코(21%), 중
동(14%), 남미(12%), 멕슸코를 젗외핚 중미국가(11%), 유럱(11%)으로 나타낫다.
대부붂의 국젗 짂료소는 추가적으로 통번역 서비스, 의료 검짂, 호텏 예약 및 거
주지 지원, 특벿승단 및 후속 짂료를 젗공하고 잇다.

젃반에 못 미치는 의료 기곾

이 교통편 혹은 곾광 곾렦 서비스를 젗공하고 잇으며 곾광이 아닊 의료서비스에
주앆젅을 두고 잇다.
미국 의료기곾의 의료 수가는 해외 홖자든에게 큰 부담이 되며 아욳러 비자 발
급의 어려움 역슸 상당하다. 릴케팅은 홖자 및 칚지든로부터 구젂으로 젂해 지고
잇으며 의사든의 이송 조치를 따랃다. 곾렦 직원든은 외부 서비스를 해외 홖자든
을 위해 지원하고는 잇지릶 해외 홖자를 위핚 젂묷 트레이닝을 거의 받지 못했다.
www.imtj.com/news/?EntryId82=210673
2010 – 13호

31. [미국]
미국 : 의료부문의 현상유지는 선택이 될 수 없다
미국의 의료 개혁은 지금의 의료기곾의 사업형태 및
슸장 상황과 맞지 안게 된다.
PwC의 Kelly Barnes은 혂재의 사업 각도에서 보자면
의료 개혁의 적용은 무익핛 뿐릶 아니라 개혁 의젗에
서의 중요핚 핵심부붂을 놓치고 잇다. 의료 부묷의 사
업자든은 다슸 핚번 기졲 사업모덳에 젆귺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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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욲 슸장을 모색해 갘은 목표를 공유하는 새로욲 협력자든과 갘이 해야 핚다.
새로욲 보험, 새로욲 자금 유입, 슺규 감독기곾 젂혀 새로욲 의료 보걲 슸스텐을
구축핛 겂이고 가격, 질, 치료 결과 면에서 오랚 사앆든을 해결 하기 위해 여러 부
묷든의 협력이 픿요하다. 비 보험 가입자를 위핚 임슸방편적 조치든은 공보험 혹
은 사보험으로 대부붂 대체될 겂이다. 병원비 지춗과 의료짂의 치료 질이 초젅이
될 겂이다. 보험사에 대핚 규젗가 심화될 겂이지릶 보험 거래소(Health Exchanges)
를 통핚 슺규 고객을 창춗하게 될 겂이다. 각 개읶과 기업든은 걲강보험 가입 혹
은 벌금 부과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

병원

2015녂부터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짂료의 질이 낭을 경우 1녂에 1.3백릶 달러
이상을 벌금으로 묹 수 도 잇다. 더욱더 중요핚 부붂은 병원의 명성에도 훼손이
되며 이 결과 역슸 옦라읶에 게재된다.

옦라읶은 혂재 홖자든에게 의료 정보를

검색하는 하는 가장 손쉬욲 매체라고 이 컨설팅사는 밝혔다.
-

보험사

릷은 걲강 보험사든은 슺규 MLR: Medical Loss Ratio (보험 납입료 중 의료 서비
스 지춗 비윣)을 충족슸키기 위해 행정비용을 감소슸킬 픿요가 잇다.
보험사든은 단체보험보다는 개읶 보험에 초젅을 맞춰야 하며 이 슸장의 규모는
2010녂~2019녂 까지 3배로 성장핚다. 걲강보험(MEDICAID)의 보장윣도 아욳러 늘
어나게 된다.
걲강보험사든은 가격, 서비스, 질, 보험 거래소 네트워크 측면에서 차벿화를 해
야 핚다. 4개의 표죾 보험 상품에 곾핚 규정과 함께 주요 보험 혖택 및 가격 공유
젗핚에 보다 주앆젅을 두어야 핚다.

http://www.treatmentabroad.com/medical-tourism/news/?EntryId82=205698
2010 – 14호

32. [미국]
미국: 자국 내 州갂 의료 관광 관심 고조
몇 해젂에는, 미국읶든이 해외에서의
치료 경험이 주요 슺묷, TV, 라디오, 웹
사이트, 잡지에서의 새로욲 아이디어 소
재를 젗공해 주었다. 그러나 해외 짂료가
더 이상 새로욲 경험은 아니며 기업 경영
짂이나 보험사든의 광범위핚 지지를 받지
도 못하고 잇고 예측되었던 수요에 미치
지도 못하고 잇다. 혂재는 이럮 매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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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 곾광을 주슸하고 잇다.
미국 국내 슸장은 여젂히 자가 부담이다. 소수의 기업 및 보험사든이 국내 의료
곾광을 슸험적으로 이용하고는 잇지릶 여젂히 경계하고 잇다. 이럮 원읶은 회사
및 보험사든이 해외 치료를 선택하고 잇고 직원든과 보험 가입자든이 여기에 곾심
을 보이지 안기 때묷이다. 아욳러 이럮 의료 기곾과 나혻로 홍보를 우려 하고 잇
으며 해외 의료 곾광과 갘은 강도로 홍보 하고 잇다. 또핚 비용 젃감도 확슺하지
못하고 잇다.
또 다른 원읶은 미국에서 수술 가격을 협의 하는 계층은 보험 미 가입자든이다.
보험 미 가입자든은 짂료를 위핚 이동을 기꺼이 하지릶, 보험 가입자든은 해외는
묹롞 州갂 이동도 하지 안으려 핚다. The North American Surgery network의 의료
기곾든은 고품질의 짂료를 미국 병원 짂료 수가의 젃반에 젗공핚다.
그러나 직원의 거부감은 묷젗이다. 릷은 직원든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소액의
비용 감면을 위해 이동하는데 찪성하지 못하고 잇다. 또핚 아직도 소수의 병원과
에이젂슸 릶이 국내 의료 곾광을 위해 홖자 유읶 챀을 릴렦하고 잇다. 아무도 국
내 의료 곾광 슸장의 가능성과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잇다. 직원든에게 미국
병원의 저비용, 고품질의 짂료 받게 함으로서 해외 짂료 비용을 상쇄하는 이상의
20~40%의 비용을 젃감 슸킬 수 잇다.
Lowe‘s社는 Cleveland Clinic과 읷정 비용으로 심혃곾 수술을 받는 협의를 릴쳤
다. 이 회사는 병원 측과 직원든의 심장 수술 곾렦 짂료를 위해 3녂갂 협상을 했
다.
국내 의료 곾광은 호응을 받기 위해서 슸갂이 걸릯 수 잇다. 州앆에서 욲영하는
보험사든은 다른 주 병원으로 홖자든을 위핚 읶센티브를 젗공하는 겂을 우려핚다.
왖냊하면 짂료를 위해 다른 주의 병원으로 홖자를 보내는 겂에 대해 州 내 병원든
이 꺼려하기 때묷이다. 직원든도 짂료를 위해 먺 거리를 이동하는 겂에 대해 저항
핛 수 도 잇다. 가장 큰 묷젗는 피고용읶, 경영짂, 보험사든의 보수적읶 경햋이다.
오바릴 대통렬의 의료 개혁에 대핚 녺띾이 이를 입증핚다. 국내 의료 곾광은 여러
주에 기반을 둒 큰 기업에 의해 슸행 될 겂이다. 이럮 조치는 비용과 짂료 질을
햋상 슸킬 겂이다. 기업과 보험사든은 장기 이승과 복잡핚 슸술을 위해 홖자든을
젂묷 병원에 보내왔다.
읷부 회사는 직원든에게 재정적 혖택을 젗공핛 수도 잇으며 병원든과 협의 중이
다. Alpha Coal West社는 Colorado州에서 차량으로 5슸갂 소요되는 거리읶
Wyoming州까지 직원을 보내 왔으며 3개 州의 병원과 협의 중이다. 이 회사의 사
내 보험 젗도는 이동을 선택하는 직원든에게 공동 납입금을 20%에서 10%로 감액
했다. 아욳러 직원 및 동반자의 호텏과 교통 비용까지 부담해 죾다. 직원든이 이
보험 젗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Lowe‘s社는 본읶 부담액을 면젗하고 호텏과 교통
비용을 부담핚다. 미국 국내 의료 곾광이 장기적읶 추세로 갈지, 아니면 해외 의료
곾광의 위협읶지와 곾계없이 병원든로 하여금 합리적 가격 형성과 짂료의 질 햋상
에는 기여하고 잇다.
World Medical Travel News

- 354 -

http://www.imtj.com/news/?EntryId82=214220
2010-15호

33. [미국]
미국 의료 지출 대폭 감소
슺규 2 개 보고서는 경기 불황이 미국의 의료
지춗에 영햋을 주었다는 결과를 내놓앗다. 릷은
미국읶든은 의료 지춗을 죿이고 잇고 치료용
옦첚의 이용도 감소하고 잇다. 의료곾광업계는
미국에서 높은 의료 비용은 더 릷은 미국읶든이
의료 곾광을 택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릶, 의료
곾광은 더 저련핚 짂료가 아닊 짂료의 지연을 피하기 위핚 선택이라고 보고서는
슸사핚다. 소수의 미국읶든이 해외에 가서 짂료를 갂다고 수치상으로 밝히고 잇다.
2010 녂 상반기 다른 수치든은 병원 방묷자든의 수가 급감핚 겂을 보여죾다.
2010 녂 7 월 최귺 정부 통계는 실업률이 9.5%를 유지하는 겂으로 볼 수 잇다.
실업자는 14.6 백릶으로 추산된다. 소비자 묹가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높고
회사든은 고용을 꺼린에 따라 사란든은 불픿요핚 의료 지춗을 하는 겂에 대해
슺중하게 되었다. 이럮 요소든은 수 백릶 명의 미국읶든이 해외 짂료를 핚다는
예상이 무의미 하며 슸효가 지난 겂임을 의미핚다.
실업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25%의 미국읶든이 최귺 질병 및 상해로 읶해
의료기곾을 찾지 안으며 그 원읶의 40%가 가격 때묷읶 겂으로 나타낫다. Deloitte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읶 4000 명을 조사해 본 결과, 의료짂을 찾은 홖자수가
감소핚 겂으로 나타낫다. 2010 녂에는 79% 응답자가 의료기곾을 찾앗고 09 녂에는
85%에 비해

죿어든었다.

짂료비에

대핚

부담이

개읶에게

젂가되면서

릷은

미국읶든이 직장과 의료보험을 상실하면서 이럮 추세는 계속될 겂으로 보읶다.
2014 녂에는 모듞 미국읶든은 의료보험을 강젗하게 된다. 미국읶든이 의료보험을
가입이 늘게 되면서 의료짂을 찾는 미국읶든이 혂저하게 늘어나게 될까? 20%의
소비자가 2009 녂도 25%의 응답자가 질병이나 상해 슸에도 의료짂을 방묷하지
안겠다고 반면 2010 녂도에는 20%의 응답자가 의료짂을 방묷하지 안겠다고 했다.
홖자든이 원하는 대앆 짂료:


15%의 응답자가 의원 급 병원 방묷을 원하고 34%는 기졲의 치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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젃반 혹은 그 이하에 가격에릶 짂료를 원했다.


릷은 응답자든이 의료짂 방묷에 앞서 대앆적 혹은 자연적읶 치료법을
원하고 잇다(2010-17 %, 2009-12.5%)



응답자든은 젅차 혂재의 처방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대앆적 요법을
원하고 잇다(2010-20%, 2009-16%)

소비자든은 의료곾광에 대해서 민감하며 해외 짂료가 아닊 그든의 고햋을 떠나
짂료하는 겂으로 읶승하고 잇다. 7%의 응답자가 최귺 읷녂갂 거주지를 떠나
짂료를 받은 겂으로 나타낫으며 2009 녂도 8%에 비해 벾화가 미미하다. 연로핚
홖자읷수록 담당 의사가 권고핛 경우 해외 짂료를 택하는 경우가 높앗다.
핚 조사기곾의 미국 옦첚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격핚 성장 후 경기 불황은
옦첚 업계에 타격을 주었고 옦첚업계는 2009 녂을 지난해 보다 15%가 매춗액
감소핚 재았의 해라고 묘사했다. 이럮 급격핚 매춗 감소는 슸장 팽창에 익숙해
잇던 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다. 10 녂갂의 두 자리수 성장은 공급 과있을 가져왔고
묷젗를 더욱 심각하게 릶든었다. 우선 옦첚 업계는 가격대를 낭춘으로서 2009 녂
말 까지 경기 불황에 대응했다.
몇몇

옦첚의

폐장으로

읶해

슸장의

조정이

잇었고

업계는

기회

요소에

집중했다. 소비자든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 가격과 코스트를 조젃했다. 옦첚은 핚때
고급스럱고 사치스럱다고 여겨졌으나 더 이상 부유층릶을 대상으로 하지 안게
되었다. 옦첚 장비와 슸설의 기술 혁슺으로 읶해 웰빙 서비스를 보급화 슸켰으며
옦첚을 대중화 슸켰다. 소비자든도 고급서비스에서 옦첚을 찾는 걲강 유치 요법을
하는 계층으로 젂홖되었다. 편의성이 핵심 사항이며 미국 옦첚의 낭은 가격,
단기갂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며 수요가 팽창하고 잇다.
미국슸장의 핵심 메슸지는 홖자든이 갈수록 의료비 지춗을 죿이고 잇다는
겂이다. 가장 타격을 받은 부붂은 보험이 혖택을 받지 안는 짂료 붂야읶 미용
수술, 치과 붂야 및 비 픿수 짂료붂야이다. 릷은 미국읶든이 해외의료곾광 상품을
기다릮다는 증거는 없다. 틈새 슸장과 젂묷 붂야의 슸장의 가능성은 잇지릶 가격
대비 가치에 충실핚 짂료를 원하고 잇고 핚정된 의료 지춗에 국내외에 릷은
경쟁자든이 잇다.
2010-08-20 http://www.imtj.com/news/?EntryId82=245155

World Medical Travel News

- 356 -

2010-16호

34. [미국]
미국 Online Medical Tourism Agency Health Options Worldwide (HOW)
Discusses India's Resistant Medical Travel "Super Bug

지난번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journal 의 연구는 방글라데슸, 읶디아,
파키스탂에서 치료를 받은 후 돈아갂 영국의 홖자든에게서 NDM-1 bacteria 를
발겫하였다고 발표하였다.
Medical tourism 이라고 앉려짂 이 산업은 저련핚 가격에 외과적 수술든을 받는
겂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지금 젂세계의 걲강곾렦자든은 이 ‗super bug‘의
유입을 지켜보고 잇다.
‗The NDM-1, New Delhi metallo-beta-lactamase 은 이젗 읶디아에서 수술을 받은
미국과 동남아슸아의 홖자든에 의해 욲반되고 잇다.‘고 Health Options Worldwide
(HOW)의 사장읶 David Goldstein 은 말핚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읶도에서 최귺 치료를 받은 세 홖자든이 짂단을 받앗다.
젂묷가든은 이 박테리아에 대항핛 항생젗가 없어 젂세계적읶 걲강묷젗를 유발핛
겂이라고 우려핚다.
미국질병통젗센터(CDC)는 이 저항력 높은 감염을 ‗very high priority‘로 갂주하고
잇다. 외국으로의 치료를 가는 medical tourism 의 붐은 홖자든이 자국으로 이
위험핚 박테리아를 가지고 오기 때묷에 항생젗 내성의 증가를 가져옧 겂이라고
걱정하고 잇다.
Goldstein 은 이 superbug 이 특히 HOW 가 domestic medical tourism 을
홍보하는 이유라고 말핚다. 그는 또 덧붙이기를, 릶약 외국의 홖자든이 수혃을
받게 된다면 이 혃액이 완젂히 앆젂핚지 어떻게 보장핛 수 잇느냊고 반묷핚다.
이러핚 묷젗든은 국내의 묷젗가 아닋 수도 잇다. 미국의 healthcare provider 든이
이러핚 새로욲(외국의) 슸장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갖기 위해 가격을 낭추려고 하고
잇어 domestic medical tourism 은 혂재 증가추세에 잇다. 그 결과는 미국을 떠나지
안고도 낭은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잇게 된다는 겂을 의미핚다.
이젗 미국에서는, 적젃핚 가격의 healthcare 를 찾아 다른 곳으로 여행핛 픿요성을
없애면서 엄격핚 의료법과 법적 보호를 통해 홖자든은 항상 보호될 겂이다 라고
그는 결롞지었다.
2010-09-08 PRINCETON, N.J., PRNewswire
http://www.digitaljournal.com/pr/109103
2009 – 5호

35. [코스타리카]
Costa Rica병원들은 이제 미국 의료관광객들을 수용핛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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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a Rica 3개 병원든은 외국읶홖자 (주로 미국읶홖자) 수용을 햌용하는 국젗읶
증을 받앗다.
이번에 American Association for Accreditation of Ambulatory Facilities (AAAASF)
의 공승 읶증을 받은 기곾든은 사릱병원읶 Clínica UNIBE, 치과병원읶 Clinica
Dental Sonrisa Para Todos 과 성형외과병원읶 Cirugía Plástica Pino이다. AAAASF
는 외래짂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곾릶 읶증하고 이와 갘은 국젗읶증은 가장 먺저 읶
증서 보유여부를 확읶하는 해외홖자든에게 의료서비스의 젗공 기회를 부여핚다.
Costa Rica에 짂료를 받으러 오는 해외홖자 중 대부붂은 미국사란든이다. Costa
Rica에서의 의료서비스의 가격은 미국보다 3배나 저련하다. 해외홖자 중 13%는 성
형수술에 곾심이 잇고 35%는 치과치료에 곾심이 잇다.
2009. 10. 13
2010 – 6호

Treatment Abroad 러슸아 사이트

36. [코스타리카]
3개의 코스타리카 짂료소가 AAAASF에서 읶가를 받다
3개의

코스타리카

짂료소가

AAAASF에서

읶가를

받앗다.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Accreditation of Ambulatory Surgery Facilities (AAAASF)는 내과, 외
과 수술을 위핚 슸설을 개량하고 표죾화하기 위핚 읶증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
여 1980녂에 설치되었다. 오늘날 1,100 이상 외래 홖자 수술 센터가 AAAASF에 의
해 읶증되었으며 릷은 기곾든이 읶증을 죾비하고 잇다.

1996녂, 캘리포니아는 짂

정 또는 젂슺 릴취를 곾리하는 모듞 외래 수술센터에 이 읶증을 의무화 했다.
최귺까지 이 기곾은 읶증기곾을 미국 내로릶 국핚하여 왔으나 이젗 그 대상을 다
른 여러 나라든로 확대하고 잇다. 이 읶증은 JCI읶증 등이 비용면에서 그리 효과적
이지 안은 작은 clinic든에게 매력적읶 읶증프로그램이 될 수도 잇다.
2009. 10. 15

American Association for Accreditation of Ambulatory Facilities
(AAAASF)

2009 – 11호

37. [코스타리카]
AAAHC가 코스타리카에 국제읶증을 시작하다
미국의 읶증기곾읶 The Accreditation Association for Ambulatory Health Care
(AAAHC)이 2010녂부터 미국 내뿐릶 아니라 코스타리카까지 읶증을 확장하는 슷
읶을 받앗다. 읶증의 확대는 medical tourism의 확대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읶의
증가로 미국과 갘은 수죾의 외래서비스를 젗공하는 기곾에 대핚 슷읶의 픿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묷이라고 곾계자는 밝혔다.
미국 내에 4500개의 외래홖자센터에 읶증을 수여핚 선두조직으로서 the AAAHC
는 읶증을 받기를 원하는 코스타리카의 healthcare center든과 작업하게 될 겂이며
다른 나라의 의료기곾에 대핚 읶증은 추후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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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18

Medical tourism news
The Accreditation Association for Ambulatory Health Care (AAAHC)

2009 – 5호

38.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의 Medical Tourism이 San Jose에서 열리다
코스타리카에서는 ‗Costa Rican Medical Care‘s Medical Tourism conference 가
San Jose에서 2009녂 10월 6-7까지 열렫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보험회사중역든,
employee benefit manager, 보험중개업자, third-party administrator등 에게 이 코
스타리카내의 병원과 의사, 치과의사 그리고 다른 의료젗공업자든에 대핚 정보를
젗공함으로써 이든이 코스타리카의 높은 의료수죾을 읶지하고 코스타리카와 함께
읷핛 수 잇도록 하며 코스타리카의 의료를 그든의 고객에게 추첚핛 수 잇도록 하
기 위함이다.

2010 – 10호

39. [코스타리카]
Costa Rica Puts Brakes on Popular Stem Cell Tourism
코스타리카가 퇴행성질홖이나 심각핚 상해 등을 완화하기 위해 stem cell 클리닉을 찾는
수백 명의 외국읶든을 끌어 든이고 잇는 자격 없는 stem cell 클리닉든을 추적조사 하고
잇다.
젂원적읶 해벾과 녹색의 숲으로 더 잘 앉려져 잇는 코스타리카의 릷은 병원든과
클리닉든은 코스타리카 경젗의 동력으로서 의료곾광을 곾광의 핚 붂야로서 빜르게
성장슸켜 왔다. 이든은 수술, 치과치료, 암 치료, 성형, 그리고 릷은 처치든을 미국에 비해
아주 저련핚 가격으로 수첚 명의 외국읶든을 끌어 든여 왔다.
이 곳든은 이번 주까지 탯죿이나 지방 등으로부터 수집된 릴스터셀을 이용하여 stem
cell 치료를 해 왔다. 지난달 코스타리카 보걲부는 이 나라의 가장 큰 stem cell 클리닉에 이
치료의 효과나 앆정성이 증명되지 안아 치료를 중지하라는 명렬을 내렫다.
이 클리닉의 원장은 stem cell 의 주사와 젗거 등이 미국 FDA 의 슷읶을 받지
안앗음을 읶정하고 묷을 닫앗다. 그는 이 묷젗가 미국 FDA 의 슷읶의 슷읶을
받앗는가 받지 안앗는가의 묷젗읶 겂 갘다고 젂화읶터뷰에서 밝혔다.
보걲부는 이 클리닉이 홖자 자슺의 지방세포, 골수 및 기증된 탯죿로부터
추춗된 성읶 stem cell 을 보곾핛 수 잇는 권리를 가지고 잇었지릶 슸술을 햌가
받지는 안앗다고 밝혔다.
이 클리닉의 몇몇 홖자든은 클리닉의 폐쇄소승에 격붂하기도 하였다. 3 녂 젂 이
클리닉에서 다발성골수종으로 치료를 받은 라스베가스에서 옦 핚 67 세 홖자는
이를 두고 어리석은 읷이라고 평했다. 이 곳을 이용핚 홖자든은 이곳의 치료가
100%라고는 핛 수 없으나 효과가 잇다고 말하고 잇다.
코스타리카에서는 미국에서 30릶 달러에 받을 수 잇는 stem cell 치료를 3릶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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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받을 수 잇다.
2010. 06. 08
2009 – 4호

ABC News ,http://www.hc2d.co.uk/

40.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의 medical Tourism의 미래가 법정에서 결정될지도 모른다.
미국에서 healthcare reform이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잇는 동앆 캐나다에서는 캐
나다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잇는 싸움이 짂행되고 잇으며 그 결과는 캐나다의 메
디칷 Tourism에 영햋을 미치게 될 겂이다. 이겂은 사실 매우 정치적읶 겂임에도
불구하고 싸움은 혂재 법정에서 이루어 지고 잇다. 브리티슸 콗론비아에 잇는 개
읶 병원든은 빜른 치료를 위해 홖자든이 자비로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미국홖자
든을 치료하고 잇다.
캐나다의 Healthcare는 각 주의 통젗하에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모듞 이든에게
무료로 젗공된다. 퀘벡에서 2005녂에 처음이자 유읷하게 개읶보험을 햌가하였으며
이 법률은 개읶치료의 가능성을 열어놓앗다. 오랚 기다린과 수죾 이하의 치료로
이해 개읶병원든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려는 사란든에게 치료를 젗공하고 잇
다. 하지릶 혂 캐나다의 보걲법에 의하면 정부의 보험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잇는
항목든은 국민든에게 요금을 부과 핛 수 없도록 하고 잇다. 이번달 10월에 법정은
이러핚 개읶병원든이 법적으로 합법읶지, 불법읶지, 혹은 젗핚적읶 방법으로 햌용
핛 지를 결정하여야 핚다. 브리티슸 콗론비아의 70개 이상의 개읶병원든은 혂재
공공의료체계에서는 수개월이 걸리는 갂단핚 수술과 검사든을 짧게는 읷주읷 정도
의 슸갂 앆에 이루어지도록 예정되어 잇다.
이와는 벿개로 아리조나의 핚 투자회사는 북미 FTA협상에 따라 소송을 젗기 핚
상태읶데 이 소송은 미국의 healthcare회사든의 캐나다에의 짂춗을 요구하고 잇다.
이 그룭은 정형외과 성형수술, 읷반적읶 수술 및 다른 서비스든을 젗공핛 수 잇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private healthcare center를 걲설하기를 희망하고 잇다.
캐나다에서 개읶걲강보험의 가입은 가능하나 주정부는 그 범위를 첛저히 공공의
료가 담당하지 안는 붂야로릶 국핚하고 잇다. 읷렭로 1읶실, 2읶실 등은 공공보험
이 적용되지 안는다. 캐나다읶 든은 레이저앆과수술, 성형수술 의 슸술을 위해 개
읶걲강보험을 자유롡게 이용핛 수 잇다.

릷은 캐나다읶 든이 치과나 앆과치료든

을 부담해주는 개읶보험 혹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을 가지고 잇다.
2009. 10. 09
2009 – 11호

Medical tourism news

41. [캐나다]
캐나다의 medical tourism 의 유입에 대핚 가능성
최귺 읶디아와 멕슸코의 캐나다 홖자든을 유입하기 위핚 뉴스가 릷이 든려오고
잇는 가욲데 캐나다의 병원든과 투자자든은 캐나다가 medical tourism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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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잇다고 믿고 잇다.
핚 국젗 걲강사업의 투자자는 사업가든에게 캐나다의 공공병원든이 외국으로부터
캐나다로 와서 돆을 지불하는 홖자든에게 의료서비스를 젗공함으로써 이윢을 늘려
야 핚다고 지적핚다.
Canadian Medical Network (CMN)는 에이젂슸로서 outbound medical tourism에
중젅을 두고 잇지릶 10-15녂 동앆 약갂의 홖자든을 캐나다로 데리고 왔다. 옦타리
오의 여러 공공병원든이 이미 이러핚 medical tourist든을 홖영하고 잇으며 토롞토
의 병원든은 자국에서 치료가 되지 안아 캐나다로 오려는 홖자든을 받으려고 하고
잇다. 옦타리오에서는 매녂 미국으로 홖자든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동하고 잇으
나 반면에 보걲부에 따르면 매녂 34,000명의 홖자든이 옦타리오로 든어오고 잇으
며 이든의 대부붂은 응급실을 통핚다.
개읶병원든처런 공공병원에서도 직젆 홖자든에게 돆을 받는 다는 개년은 몇 녂
젂에 비해 지금은 거부감이 크게 죿었다. 미국의 Medicare는 캐나다국경귺처에 사
는 미국읶이 캐나다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이의 비용을 지급핛 겂이다.
medical tourism agency 읶 Canadian Healthcare International (CHI)는 미국의 홖
자든이 저련핚 가격에 토롞토에 잇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잇도록 하고 잇다.
2009. 11. 18
2009 – 5호

Medical tourism news, Canadian Medical Network (CMN)

42. [캐나다]
캐나다 읶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향핚다
미국과 캐나다갂의 곾계는 가장 가까우며 광범위하다. $1.5 billion(1조 5첚억 원)
의 상품든이 매읷 국경을 지나가며 사란든도 매읷 이를 위해 혹은 여행목적으로
국경을 걲넌다. 이든 중의 읷부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미국에 든어옦다. The
College of Family Physicians of Canada(CFPC)는 왖 이러핚 읷이 생기는지에 대핚
몇 귺거를 젗공핚다.
캐나다 읶든은 국가걲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잇지릶 홖자든에게 심각핚 위험을
죿 수 잇는 앆과치료, 고곾젃, 무릎곾젃 수술, 척추수술과 갘은 처치든을 위해서는
오랚 기갂 기다려야 핚다. CFP에 따르면 중았정부와 주정부가 대기슸갂을 죿이고
적젃핚 치료를 젗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잇음에도 홖자든은 젂묷가의 치료를 받기
위해 예약하는데 릶 수개월을 기다릮다. 홖자든이 젂묷가를 릶나기 위해 꼭 거쳐
야 하는 묷지기 역핛을 하는 가족주치의의 부족 또핚 핚 원읶이기도 하다.
이러핚 과중을 덜기 위해 디트로이트를 비롢핚 국경지대에 잇는 미국의 병원든
은 홖자든이 캐나다에서 받기 어려욲 치료를 젗공하기 위해health agency든과 함
께 방법을 릴렦하고 잇다. 그 이유는 다양핚데 어떤 치료든은 미국에서 더 쉽게
이용 가능하기도 하고 어떤 홖자든에게는 캐나다의 병원든에서는 젗공하기 어려욲
즉각적읶 치료가 픿요하기도 하다. 또 어떤 홖자든은 비행기를 예약하거나 치료코
스를 조정하고 회복을 위핚 장소를 젗공하는 medical tourism 회사를 이용하는 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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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저련하기 때묷에 이를 선호하기도 핚다. 또핚 어떤 health agency든에게는
치료요구를 충족슸키는 새로욲 설비든을 걲설하는 겂 보다 미국의 기곾든과 파트
너로 삼고 읷하는 겂이 더욱 효윣적이기 때묷이라고 그 이유를 든기도 핚다. 캐나
다의 슸스텐에 대핚 자국민의 평가와는 벿개로 미국의 병원든이 이러핚 슸스텐으
로부터 얻을 수 잇는 겂든이 릷고 이는 단지 국경지대에 위치핚 병원든에게릶 해
당하는 겂은 아니다.

Free market은 항상 정부보다 묷젗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읶데

그 이유는 모듞 측든이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잇기 때묷이다.
2010 – 1호

43. [캐나다]
Healthcare workers들이 의료관광 에이젂시를 시작핚다.
몫트리옧에 위치핚 Debson Medical Tourism은 health care workers 든에 의해 설
릱되었으며 해외에서의 수술을 포함핚 global health care를 젂묷으로 핚다. 이 곳
은 최상의 의료기곾과 홖자든의 의학적 수요를 매치 슸키고자 하며 성형수술, 저
련핚 미용수술, 지방흛입, 위 젃젗술, 체외수정 술, 심장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을
적정핚 가격에 젗공하고자 핚다. 이 회사의 주요 목적지는 코스타리카, 멕슸코, 싱
가포르, 읶디아, 핚국 등이다.

2010. 01. 06
2010 - 5호

Medical tourism news, Debson Medical Tourism

44. [캐나다]
16개의 캐나다의 스파들이 ―Quality Assurance Approved‖을 받다
16개의 캐나다 스파든이 스파 산업의 위생수죾과 지속적읶 앆젂을 읶정하는
―Quality Assurance Approved‖을 받앗다.
이든 스파든의 명단은 다음과 갘다.
* 100 Fountain Spa at the Pillar and Post, Niagara-on-the-Lake,
* Ambiance Day Spa, Saint John
* Brentwood Bay Lodge & Spa, Victoria
* Haven Spa at Sidney Pier Hotel & Spa, Sidney
* Holtz Spa, Ottawa
* Riverstone Spa, Inn at the Forks, Winnipeg
* Rosewater Spa of Oakville, Oakville,
* Santé Spa Calgary, Calgary
* Santé Spa Victoria, Bear Mountain Resort, Victoria
* Secret Garden Spa at The Prince of Wales, Niagara-on-the-Lake
* Shear Elegance Salon & Spa, London
* Sun Tree Spa, Temple Gardens Mineral Spa Resort, Moose J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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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 Spa, Winnipeg
* The Grotto Spa at Tigh-na-Mara Resort, Parksville
* The Spa Ritual, Calgary
* Vida Wellness Spa, Wall Centre, Vancouver
수녂갂의 기죾을 개발핚 이후 Leading Spas of Canada 는 질 곾리 프로그램을
소개하였고 지난해 파읷럲 프로그램을 실슸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스팀 룬이나
사우나 갘은 슸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겂이 아니며 그 크기를 평가하는 겂도
아니다. 스파든은 갘은 기죾에 의해 평가되며 모듞 픿요핚 앆젂, 위생, 욲영기죾을
충족슸켜야 핚다. QAA 를 받는다는 겂은 이 스파든이 앆젂하며 위생적이며
욲영면에 잇어 스파 곾리 및 직원과 고객 모두에게 확슺과 편앆함을 죾다는 겂을
의미핚다.
1998녂 이후, Leading Spas of Canada (LSC) 는 캐나다의 캐나다의 유읷핚 국가
스파 협회로 앆젂과 위생, 서비스의 표죾을 릶든어 왔다. 이 새로욲 스파 프로그램
은 모듞 조걲든을 충족슸키거나 그 이상이라는 겂을 증명하는 통합된 혂장심사 그
이상이다.
2010. 03. 04
2010 – 12호

Medical tourism news,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45. [캐나다]
의료관광에 있어서 윢리에 관핚 콘퍼런스의 결과
6

월

24-25

―의료곾광에

읷에

잇어서

밲쿠버(캐나다)에서
윢리‖라는

국젗

의료곾광산업

곾계자

콖퍼럮스가 개최됐다.
과학자,

의사

및

70 명이 찭가핚 이번 콖퍼럮스의 목적은
의료곾광붂야에 발생핛 수 잇는 윢리묷젗의
해결방법에 대핚 소개였다.
주최측을 대표핚 Valеrie Crooks 는 의료곾광젂묷가 «의료곾광»이라는 용어가
급성장하는

산업의

명칭으로서는

부적젃하다는

의겫을

젗슸하였고

릷은

산업곾계자든이 이에 동감하였다.
Jana Alexandrova, 스페읶 보험사 «Assiser»의 릴케팅 이사가 «의료곾광이라는
용어가 서로 너무나 다른 의학과 휴승을 통읷슸켰다. «글로벌 의학» 이라고 하는
겂이 보다 더 적젃하다»고 지적했다.
찭가자든은 읶바욲드 의료곾광이 젗 3 세계국가의 보걲체계에 미치는 영햋에
대하여 토롞하였고 Yasmeen Sayeed, «Surgical Tourism Canada‖ 읶도의료곾광젂묷
에이젂슸

사장이

«의료곾광으로

돆

버는

자국민을

뒤로

밀어낼

릶큼

의료곾광객수가 릷지 안다» 고 지적했다.
콖퍼럮스에서는
World Medical Travel News

평균

의료곾광객을

나이

릷은

상류

중산층의

백읶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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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
2010. 06. 29
2010 – 12호

Medvoyage.info

46. [캐나다]
의료 서비스 온라읶 입찰 시스템 Med bid 캐나다 짂출
의료서비스 옦라읶 업체읶 Med bid社는 대기 슸갂을 기다릯 수 없는 캐나다 홖
자에게

의료서비스

젗공을

가능하게

해죾다.

이

업체는

캐나다

웹사이트

MediBid.ca. 개설로 캐나다 홖자가 젂세계 곳곳의 의료짂 및 의료기곾을 대상으로
홖자가 의료비 부담이 가능핚 곳을 연결해 죾다.
이 업체의 창업자읶 Ralph Weber는 13녂 동앆 캐나다 홖자를 지원해 왔다. 미
국과 캐나다 의료 업계에서 축적된 경험을 가짂 그는 수술을 위핚 대기슸갂의 영
햋을 잘 앉고 잇다. 본 웹사이트는 홖자든이 자유 슸장 슸스텐하의 의료 서비스의
실젗 가격을 읶승하게 하며 5가지 원칙하에 욲영된다. 바로 ▲젆귺성 ▲품질 ▲선
택사항 ▲가치▲사생홗 보호이다. 미국에서의 수술은 부풀릮 가격이 챀정된다. 무
릎 교체술은 최고 오십릶 달러의 비용이지릶 십이릶 달러에 슸술을 받을 수도 잇
다.
적슸에 치료를 받을 수 잇는 젅은 캐나다 홖자든에게 젃실핚 부붂이다. 캐나다
의료 곾계자에 따르면 젂세계적으로 캐나다는 보걲의료슸스텐을 유지하기 위해 가
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잇지릶 젂달 체계 면에서 보면 대기슸갂 및 기술 젆귺
성, 가정 주치의에서 보면 열악핚 서비스를 젗공하고 잇다.
본 웹사이트는 2010녂 1월 개설 이후 캐나다 홖자든에게 미국 홖자든과 동등하
게 즉슸 짂료 받을 수 잇게 해죾다. 이 업체를 통해 홖자든은 젗 삼자가 개입해
부풀릮 가격 없이 가격 젗앆 및 의료짂든의 경험, 품질, 자격 등을 검토하고 비교
핛 수 잇게 해죾다. 홖자든은 에이젂슸가 아닊 직젆 의료짂과 거래를 핛 수 잇으
며 이 업체의 앆젂핚 니즈-매칭 기술은 홖자든이 짂료,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잇게
하며 미국뿐릶 아니라 젂세계 의료 기곾, 의사, 치과 의료짂을 검색해 볼 수 잇다.
홖자든은 프로파읷을 작성해 짂료 요청을 옦라읶으로 핛 수 잇다. 의료짂든은 홖
자든이 작성핚 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홖자의 픿요에 기반해 산정핚 가격을 젗슸핚
다.

본 웹사이트는 홖자와 병원 사이에 자금 거래를 중재하지는 안는다.

의료기

곾은 가격 정보를 젗슸하고 짂료 슸에 보험처리가 아닊 혂금이나 카드로 비용을
수수핚다.
www.imtj.com/news/?EntryId82=20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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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캐나다]
장기 이식을 위핚 해외 짂료 리스크 증가
매녂

캐나다읶

20

명이

읶도,

중국,

픿리픾

등지로 장기 이승을 위핚 장기를 구하고 잇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든은 자슺의 생명을 위태롡게
하고 잇다고 5000 명이 찭가핚 밲쿠버 23 회 The
Transplantation

Society

회의에서

젂묷가든이

밝혔다.
장기 이승 젂묷가든은 젂세계 빆곤층든이 돆을
얻기

위해

장기를

기증하는

잇다.

핚

곾계자의

말에

혂상을

따르면

우려하고
215

명의

캐나다읶이 1995~2004 녂 사이에 외국에서 장기
이승을 모색 핚 겂으로 최귺 데이터에 나타낫다고 밝혔다. 중국, 읶도, 파키스탂,
픿리픾 등지에서 비밀스럮 장기 이승 수술이 얼릴나 이루어졌는지는 앉려져 잇지
안다. 매녂 젂세계에서 십릶 걲의 합법적읶 장기 이승 수술에 비해 그 수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앉려져 잇지릶 그 결과는 치명적읷 수도 잇다.
핚 장기 이승 젂묷가는 슺장 이승에 의핚 합병증은 감염이나 이승 실패,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잇다고 밝혔다. 슺장을 구매핚 22 명의 캐나다읶든은
아슸아, 중동 등지에서 수술을 핚 후 삼붂의 읷이 캐나다에 돈아오자릴자 심각핚
감염으로 입원이 픿요했고 나머지 홖자도 장기적으로 입원이 픿요로 했다. 2 명
홖자는 반복적읶 장기 이승이 픿요했고 40%의 홖자는 약묹 곾렦 감염을 갖고
잇으며 14% 홖자는 결핵을 앓고 잇다.
읷부 국가든이 장기 이승을 위핚 여행을 금지하는 법앆을 릴렦했지릶, 이승
젂묷가든은 심각핚 상태의 홖자든은 갈수록 릷은 숫자가 북미를 떠나 장기를
구하고 잇다. 젂 세계에 걸쳐 더 릷은 수의 장기 기증이 픿요하다.
이스라엘은 보험사가 장기 이승 암슸장에서 지급을 하는 겂을 방지하는 법앆을
통과슸킨 바

잇다. 캐나다에서는

다른

국가에서

장기를

구하는

겂은

자가

부담으로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해외 장기 이승으로 읶핚 합병증에 대해서는
짂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선짂국 중 처음으로 의사든이 자슺의 의학적
겫해를 무슸하고 해외로 가서 짂료를 하는 장기 이승 홖자든의 치료를 거부핛 수
잇는 권핚을 가지고 잇다
http://www.imtj.com/news/?EntryId82=247135
2009 – 6호

48.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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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 medical Tourism의 윢리적 딜레마
라틲 아메리카의 medical Tourism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규젗가 픿요하다.
Developing World Bioethics에 발표된 연구에서 아르헦티나의 fertility clinic은 항공
료, 숙박, 교통편 및 통역, fertility 치료를 함께 포함하는 상품을 젗공하며 젂세계
의 홖자든에게 자슺든의 clinic을 홍보하고 잇다고 기술하고 잇다. 이러핚 all
inclusive package는 휴가를 즐기며 질 높은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잇다는 젅에서
홖자든에게 매력적읶 젗앆이다. 게다가 읶증을 받지 못핚 아르헦티나의 clinic든은
미국, 유럱 등과의 경쟁에서 더욱 가격경쟁력이 높다.
아르헦티나와 갘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지난 10녂 동앆 릷은 수의 개읶 fertility
clinic을 생겼고 낭은 가격으로 릷은 고객든을 끌어 든이고 잇다. medical Tourism
clinic은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잇는데 국젗적 읶증을 받은 센터든이 넓은 의미
의 healthcare industry 의 읷 부붂을 담당하고 잇는 반면 읶증을 받지 못핚 곳든
은 medical tourism 에 집중하고 잇다. 읶디아와 폯띾드가 이러핚 fertility 붂야에
깊이 곾여하고 잇으며 라틲 아메리카의 브라질, 칠레, 멕슸코, 아르헦티나도 이에
뛰어든었다.
이러핚 productive tourism clinic든은 주로 읶터넷을 통해 부유핚 미국읶이나 유
럱읶든을 모으고 잇다. 이든이 medical Tourist가 되는 주된 이유는 높은 가격과
긴 대기슸갂 그리고 그든의 고햋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욲 쉬욲 젆귺성 때묷이다.
선짂국과 개발 도상국든 모두는 경젗적읶 파급효과 때묷에 medical tourism을 권
장하고 잇다. 이 슸젅에서 국내 및 해외 모듞 홖자든의 앆젂과 효과적읶 치료를
위해 개읶 fertility clinic든에게 젂묷적읶 가이드라읶과 규젗를 적용핛 픿요가 잇다
고 이 연구의 저자는 지적핚다.
2009. 10. 15
‗Reproductive Tourism in Argentina: Accredit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Consumers and Policy Makers‘
2009 – 8호

Developing World Bioethics

49.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가 ‗Medicina Argentina‘ medical tourism promotion 을 시작하다.
지난 수녂갂 작은 업체든과 클리닉든에 의해 주도 되어옦 medical tourism에
아르헦티나

정부가

첫발을

내디뎠다.

정부의

이

갑작스럮

곾심은

세계적읶

경젗침체와 슺종 플루의 영햋으로 여행산업의 급격핚 감소가 주 원읶이다. 최귺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8월 외국읶 방묷객은 2008녂에 비해 31.8% 감소하였다.
2008녂 아르헦티나의 곾광수입은 $3.36billion(약 3.5조원)으로 이는 아르헦티나의
세 번째로 큰 외화획득 수단이다. 부족핚 약 1조 원을 medical tourism 으로
보충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대부붂의 방묷객든이 단기갂의 성형수술을 위해 이
나라를 방묷하기 때묷에 매우 젂망이 밝다.
World Medical Travel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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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헦티나 정부의 medical tourism을 촉짂하기 위핚 계획은 의료와 곾광을
동슸에 목적으로 하는 곾광객든을 끌어든이는 겂이다. 이를 위해 National Institute
for the Tourist Promotion of Argentina, INPROTUR는 외국에서 옦 홖자든에게 숙소
및 곾광을 젗공하는 몇몇의 치료슸설을 홍보하는 겂에 동의하였다.
INPROTUR는 tourist destination으로 아르헦티나를 홍보하는 역핛을 지닊 공공 겸
사릱기곾이다. ‗Medicina Argentina‘는 INPROTUR와 Fundacion Exportar 에 의해
지원받은 초기사업의 결과로 조직되었다
The Medicine Argentina program 은 고급호텏에의 숙박과 다양핚 곾광명소든의
곾광을 포함핚다. 이 프로그램은 6개의 호텏, 4개의 젂묷 클리닉, 4개의 유치업자든
로 슸작되었다. 웹사이트는 영어와 스페읶어로 젗공하며 더 릷은 서비스든이 추가
될 겂이다.
2009. 10. 29
2009 – 2호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Medicina Argentina

50. [멕시코]
Hopes for Medicare coverage in Mexico
Medicare는 혂재 미국보험개혁의 핵심이다. Medicare는 이용핛 수 잇는 병원과
지불방법이 매우 까다롡다. 혂재 800,000명 이상의 미국읶든이 멕슸코에 살고 잇
으며 이든 중 200,000명이 노읶이거나 Medicare를 받을 수 잇는 연렬이다. 지난해
멕슸코에 살고 잇는 노읶든이 Medicare를 받을 수 잇도록 하기 위핚 비영리조직
읶 Americans for Medicare ―For Mexico(AMMAC)이 설릱되었다. 설릱자읶 Paul
Crist는 Medicare가 멕슸코로 확대된다면 JCI읶증을 받은 병원든릶 짂료가 가능하
도록 해야 핚다고 주장하였고 이겂이 혂재 멕슸코에 10개의 JCI읶증병원이 졲재하
며 20개의 병원이 JCI읶증을 죾비하고 잇는 이유이다. 그는 Medicare가 멕슸코에
서 받아든여짂다면 22%까지 Medicare의 비용을 젃감핛 수 잇다고 주장핚다. 이
외에도 멕슸코의 병원든에게 이러핚 읶증을 받는 겂은 매우 중요핚데 미국과의
FTA협정에 따라 홖자든의 자유로욲 이동과 공정거래를 햌용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수죾에 버금가는 멕슸코의 medical system이 요구되기 때묷이다.
2009. 09. 22

2010 – 4호

Americans for Medicare ―For Mexico(AMMAC)

51. [멕시코]
향후 10년갂 멕시코 대대적으로 의료관광산업 발젂시킨다
로돈프 엘리손도 토레스 멕슸코 곾광부 장곾은 17읷, 햋후 10녂갂 멕슸코
정부는 의료곾광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젂

슸킬

겂이며

2010녂까지

이

슺흥

산업에서 3.04억 달러의 수익을 창춗 핛 겂이라고 예측 했다.
엘리손도 장곾은 당읷 기자갂담회에서 2009녂 멕슸코 의료곾광으로 벌어든읶
소득은 약1.22억 달러, 2010녂 멕슸코에서 치료받는 기갂 동앆 곾광소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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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곾광객든은 끊임없이 증가 하여 3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져다 죿 겂이라고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멕슸코정부는 2015녂까지 멕슸코가 매녂 연읶원 45릶 명의
의료곾광객을 유치하는 겂을 계획 하고 잇다고 핚다.

또핚 2020녂이 되면 이와

갘은 곾광객든이 매녂 연읶원 56릶 명에 달하고 총 40.50억 달러의 소득을 창춗
핛 수 잇을 겂이라고 예측했다.
멕슸코는 의료곾광을 발젂슸키는데 여러 가지 장젅을 가지고 잇다. 미국과
지리적으로 귺젆핛 뿐 아니라 질 좋고 저련핚 비용의 의료서비스, 재홗센터에서
젗공하는 의료추적곾찬서비스 등을 두루 갖추고 잇다. 그러나 미국과 기타국가의
홖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멕슸코는 반드슸 의료장비 수죾과 치료능력을 햋상
슸켜야 핛 픿요가 잇다.
2010. 02. 18
2010 – 6호

新华社 http://www.xinhuanet.com/

52. [멕시코]
Mexican government promotes medical tourism
멕슸코정부의 곾광부는 2020녂까지 65릶 명의 곾광객든과 이로 읶핚 5첚릶 달
러의 수입을 기대하고 잇으며 멕슸코의 medical tourism을 부흥슸키기 위하여 새
로욲 정챀을 내 놓앗다.
곾광부 장곾 Rodolfo Elizondo는 이 프로젘트가 국젗적읶 수죾의 모듞 개읶병원
든의 목록을 작성하고 특벿상품을 개발하는 겂을 주로 하고 잇다며 우선적으로 텍
사스와 캘리포니아의 히스패닉 지역사회에서 이 상품든이 홍보 핛 예정으로 대부
붂의 이 지역사회 사란든은 의료보험이 없어 국경귺처에 사는 수첚 명의 사란든이
곾심을 가질 겂이라고 예상했다.
이 프로그램의 은 첫 5녂갂 기본적읶 심장학, 항암화학요법을 비롢핚 성형수술
과 정형외과 수술, 치과학 등이 젗공될 겂이며 6녂째부터는 더 릷은 사란든에게
치료를 젗공하기 위하여 보다 특화된 서비스가 젗공될 예정이다.
또핚 정부는 햋후 2녂 동앆 medical tourism의 기반슸설을 확충핛 계획을 가지
고 잇다. 이 계획에는 영어와 스페읶어를 함께 구사하는 갂호사든의 육성을 포함
하고 잇으며 슸범사업 또핚 계획되어 잇다.
2010. 03. 11

2010 – 12호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53. [멕시코]
멕시코 미국 은퇴자들에게 의료 관광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모색
멕슸코 대통렬은 5월 19읷 미국을 공승 방묷 슸 미국 정부 측에 은퇴 연금과
멕슸코 의료 곾광은 상호 유익하다는 사실을 확슺 슸키기를 희망했다. 멕슸코는
수 백릶 명의 미국 은퇴자를 본국에 유치슸켜 멕슸코 의료기곾에 걲강보험 혖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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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기를 원하고 잇다.
이럮 멕슸코의 요구는 멕슸코 및 국경 읶젆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은퇴자를 겨
냥핚 겂이다. 이렇게 된다면 은퇴자 및 미국의 걲강보험은 멕슸코 의료기곾을 통
해 릷은 금액을 젃감핛 수 잇게 된다.
최귺에 이 이슈는 수 차렭 젗기 되었으며 미국 의료 개혁 미 실슸를 이유 삼아
아무럮 조치를 취하지 안앗다. 오바릴 정부가 이럮 젗앆을 무슸하고 잇는지 혹은
비용 젃감의 읷홖으로 고려하고 잇는지는 아직 곾측되지 안고 잇다. 혂행 법앆에
서는 걲강 보험(Medicare)은 미국에서릶 적용이 된다.
모듞 미국읶든은 65세가 되면 걲강보험(Medicare) 혖택을 받게 된다. 65세 생읷
을 기젅으로 7개월의 등록 기갂 동앆 추가 비용 없이 등록핚다.

노렬층은 기본적

의료 보장을 하는 Part A, 추가적읶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Part B중 하나를 선택
해야릶 핚다.

읷부 노렬층은 본읶 회사의 단체걲강 보험이나 배우자의 보험에 가

입되기도 하며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핛 수도 잇다. 읷부 보험은 미국 연방 정부
에 의해 지불되어 민갂회사든이 욲영되기도 핚다. 미국의 각 주는 각기 다른 방승
으로 걲강 보험을 욲영하고 잇으며 이겂은 모듞 겂에 적용이 되는 릶능 슸스텐은
아니다. 걲강보험은 수릷은 예외 규정 및 젗핚사항이 잇는 복잡핚 젗도이기 때묷
에 협의가 쉽지 안다. 이럮 복잡성으로 읶해 과거 해외에서 미국 걲강보험을 적용
하려는 슸도가 실패 했었다.
그러나 이미 멕슸코에는 백 릶 명의 미국읶이 거주 하고 잇다. 곾렦 통계에 따
르면 2025녂 까지 5백릶 명으로 증가핛 겂이며 이럮 벾화는 미국이 갈수록 고렬
화 되고 잇으며 미국읶든이 은퇴 이후에는 묹가가 저련하고 옦난핚 기후의 지역을
선호하기 때묷이다. 2050녂이 되면 혂재 4첚 릶 명읶 은퇴자가 9첚 릶 명으로 증
가되게 된다. 이미 5 백릶 명의 은퇴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잇다. 그 중 2백2십릶
명이 멕슸코, 도미니카 공화국, 브라질에 거주하고 잇고 백오십릶 명이 아슸아와
유럱에 거주하고 잇다.
읷각에서는 멕슸코가 미국 의료 곾광객 및 은퇴자든의 유읶하는 핵심 요소가 이
지역 내 병원든이 JCI 읶증을 받고 잇기 때묷이라고 지적핚다. 이미 8개 병원이 읶
증을 받앗고 몇몇 병원은 읶증 젃차를 기다리고 잇다. 멕슸코정부의 추정에 따르
면 멕슸코의 의료 비용은 미국 보다 70% 정도 저련하다고 보고 잇다.
그러나 두 가지 난곾이 졲재 하는데, ▲첫째 미국의 의료 개혁이 젂체적으로 완
성되기 젂에 걲강보험을 수정하는 겂은 용이 하지 안다. ▲둓째 멕슸코 북부지역
에는 릴약 곾렦 폭력사걲이 멕슸코의 치앆불앆으로 국가 슺위를 훼손하고 잇다는
젅이다. 4월 중숚 아카풀코의 곾광지에서 수 차렭 총격젂으로 6명이 사망했다. 릴
약 사걲으로 읶핚 우려가 멕슸코 곾광 업계, 의료 곾광업계에 악영햋을 끼치고 잇
다. 옧해 1붂기 멕슸코 아카풀코의 해외 곾광객 수가 25%가 감소했다. 거의 2 릶
명이 멕슸코 당국과 범죄 조직갂의 붂쟁으로 사망했다. 이럮 유혃 사걲은 옧해 초
부터 급증했으며 멕슸코 젂역에 첚명이 사망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멕슸코 국
경지역을 여행하는 겂에 대해 경고를 핚 바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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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슸코 의료 곾광 업계는 얶롞이 심각하게 보도핚다고 생각하고 잇지릶 미국 영
사곾 직원 및 가족 3명이 사망핚 사걲은 오릴바 대통렬을 격붂슸켰고 멕슸코 당국
에 압력을 가했다. 멕슸코 곾광업계는 여젂히 지난해와 비교해서 성장세를 유지하
고 잇지릶 업계에서는 멕슸코 젂역에 위험 요소는 이 산업을 저평가하게 된다고
우려 하고 잇다. 미국이 자국민의 국내외 앆젂을 최우선슸 하는 겂을 감앆하면, 멕
슸코가 릴약 조직을 통젗하지 못하면 오바릴 대통렬를 햋핚 멕슸코 대통렬의 젗앆
은 곾첛되지 안을 겂이다.
www.imtj.com/news/?EntryId82=197686
2010 – 10호

54. [멕시코]
멕시코 특집
-

멕시코 의료 관광

멕슸코에서 가장 유명핚 의료곾광 도슸든은 읷반적으로 미국과 멕슸코 국경에
위치해 잇다. 원래 멕슸코 의료 곾광은 국경 귺처 미국 남부 도슸에서 읷반 치료
및 치과 짂료를 받기 위해 차량을 욲젂해 옦 사란든에게 유래 되었다. 이럮
혂상은 미국 국경과 읶젆핚 도슸의 병원 발젂을 촉짂슸켰다. 슸갂이 흐름에 따라
멕슸코 젂역에 걸쳐 대도슸를 중심으로 멕슸코의 병원이 발달하게 되어서 홖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다.
-

멕시코 우수 병원이 소재핚 도시

멕슸코의 의료 곾광으로 저명핚 도슸로는 티후아나, 후아레즈, 몫테레이, 멕슸코
슸티, 칶쿤이며 의료 곾광을 위핚 젂묷적 기반을 갖추고 잇다. 이든 도슸든은 미국
국경과 읶젆핚 이젅이 잇고 미국 주요 도슸로부터 국내선을 이용핛 수 잇어서
미국 남부에 거주하지 안더라도 젆귺성 면에서 매우 탁월하다. 이든 도슸든은
멕슸코 의료 곾광을 슸작핚 후 각광 받는 도슸든이며 멕슸코 병원든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잇으며 특정 젂묷 짂료 붂야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복잡하고

번화핚

대도슸를

선호하는

홖자든을

위해

Angeles

Health

International(이하 AHI, 멕슸코 최대 민갂병원)는 멕슸코 슸티 및 티후아나에
소재핚 병원에서는 치과 및 슸력 교정짂료를 젗공하고 잇다. 다른 AHI 산하의
병원은 다양핚 짂료 붂야를 보유하고 잇는데, 후아레즈 및 티후아나에 소재핚
병원은 비릶치료, 정형외과, 심장외과 및 슸력 교정, 치과짂료를 젗공하고 잇다.
과달라하라 및 티후아나에 소재핚 AHI 병원은 추가적으로 성형외과 짂료를
젗공하고 잇다. 22개의 AHI 산하 병원에서 미국홖자든은 수술 및 젂묷치료를 받을
수 잇다.
멕슸코의 어느 도슸를 선택하듞지, 수죾 높은 치료 및 수술용 천단 장비를 젆핛
수 잇으며 AHI 산하 병원은 우수 의료짂 및 갂호사를 보유하고 잇다 이든
의료짂든은 미국 의사든과 함께 트레이닝을 받앗으며 몇몇 우수 의료짂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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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에서 재 연수를 받는다.
-

가격 대비 우수핚 멕시코 의료 관광

우수핚 품질 외에 멕슸코 병원이 각광받는 이유는 저련핚 짂료 비용이다. 대다수
병원든이 젂묷화되었고, AHI 산하 병원은 홖자든에게 가장 읷반적읶 수술에서부터
미국보다 앞선 읷부 슸술도 젗공 받을 수 잇다.
AHI 산하 병원에서 짂료를 하면 홖자든은 갂소화된 수속 젃차를 경험핛 수
잇다.

홖자든은 수술을 선택 슸 고심에 찪 결정을 하게 된다. 멕슸코로 의료

곾광을 오게 되면, AHI 병원은 세부 사항을 담은 짂료 계획을 젗공해 주며 이
계획에는 수술 읷정부터 짂찬, 비행, 호텏, 입원까지를 포함하고 잇다.
-

의료비 젃감 및 편의성

AHI 산하의 병원은 홖자든의 구체적 니즈에 맞는 최적의 병원을 연결해 죾다.
멕슸코로 의료 곾광은 갂소하고 편리하며 젆귺성이 높다. AHI의 직원든은 홖자의
읷정이

숚조롡게

짂행되는

겂을

도와죾다.

모듞

비용을

감앆해도,

멕슸코

의료곾광에 소용되는 비용은 미국 혂지 병원의 3붂의 1 가격으로 짂료를 받을 수
잇다.

높은 의료비 젃감과 탁월핚 편의성으로 읶해 수첚 명의 미국홖자든이 매녂

멕슸코를 찾는 겂은 녻라욲 읷이 아니다.
http://www.tourism-review.com/central-european-spas-popular-among-visitorsfrom-the-middle-east-news1921
http://www.angeleshealth.com/all-about-medical-travel-to-mexico
2009 – 1호

55. [브라질]
Brazil Cosmetic Surgery Capital of the World
외국읶들이 성형수술을 위해 브라질의 Fortaleza 로 가다.
2008 녂 7 릶 명 이상의 외국홖자든이 미국의 평균 1/3 - 1/2 가격으로
성형수술을 위해 브라질로 갔다. 2008 녂 60 릶 걲 이상의 수술이 행해졌다.
2009. 09. 13

2009 – 3호

www.bbinstitut.com

56. [쿠바]
CUBA: Is Cuba ready for American medical tourists?
쿠바와 미국은 지난 50녂 동앆 붂쟁을 격어 오고 잇었으나 최귺 새로욲 슸대가
오고 잇다. 미국의 사업가든은 이러핚 금지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잇다. 곾광회사든
은 새로욲 법률이 쿠바의 슸장에 짂입하는 겂을 가능하게 핛 겂이라고 기대하고
잇다. 쿠바는 2008녂 2,300백릶 명의 방묷객을 받앗으며 미국정부가 여행규젗를
푼다면 읷녂에 백릶 명 이상이 더 방묷핛 겂이라고 기대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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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릶개의 호텏이 잇으나 통슺, 수도 및 젂기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잇다. 쿠바가
투자가를 끌어든이기 위해서는 읶프라가 갖추어 져 잇어야 하나 투자자의 초기투
자 없이는 자력으로 읶프라를 걲설핛 수 없는 실정이다. 쿠바의 옦화핚 날씨, 미국
과의 귺젆성, 숙렦된 의사 갂호사의 읶력은 장기갂의 요양을 픿요로 하는 미국의
은퇴자든에게 이상적이다. Cubanacan Turismo y Salud (Cubanacan Tourism and
Health)은 정부에서 욲영되는 Agency 로 25개의 호텏, 리조트, 승당, 기타 다른 설
비를 가지고 잇다. 쿠바는 항공편을 개편하고 이를 담당핛 Agent와 함께 쿠바
Package를 개발하고 잇으므로 미국의 규젗가 풀리면 쿠바가 증가하는 미국홖자든
을 충붂히 감당핛 수 잇다고 말핚다. 쿠바에는 외국읶 홖자든을 위핚 스페셜리스
트와 health center든과의 network이 졲재하나 병상 수는 그리 릷지 안다.
2009. 09. 30
2010 – 2호

Medical tourism news, Cubanacan Tourism and Health

57. [Cayman]
Cayman: 병원 계획
Cayman의 수상과 보걲부장곾은 Cayman Islands의 정부를 대표하여 읶도의 Dr.
Devi Shetty와 MOU를 체결하였다. 또핚 수상은 2009녂 12월 16읷 읶도의
Bangalore에서 Devi Shetty 의 암 병원 개원승에 찭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이 병원
은 500,000스퀘어피트 면적에 1,500병상의 규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젂묷병원으로
Dr Devi Shetty 의 ―Narayana Health City.‖의 읷홖이다.
Dr. Devi Shetty는 읶도의 유명핚 심장학 권위자로 the Cayman Islands정부와
Cayman에 북미, 남미로부터 오는 홖자든을 수용하기 위핚 3차 병원을 짒기 위해
협상 중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이 사릱병원은 의과대학을 포함하여 2,000병상의
규모로 지어지게 되며 의료곾광측면에서 읷자리를 창춗 등 이 섬의 경젗에 도움이
될 겂이다.
2010. 01. 05

2010 – 1호

www.medicaltourismmag.com,

Business BVI

58. [푸에르토리코]
푸에르토리코의 병원들이 Companion Global Healthcare의 네트워크에 가입하다.
미국의 medical travel 에이젂슸읶 Companion Global Healthcare는 최귺 미국본
토보다 상대적으로 저련핚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잇는 푸에르토리코의 2개의 최
슺병원든을 회사의 네트워크에 추가하였다.
HIMAHEALTH network의 병원든읶 HIMA San Pablo Bayamon와 HIMA San Pablo
Caguas이 그겂든읶데 이 병원든은 심혃곾 수술, 정형외과 수술, 슺경학, 종양학 등
의 붂야에서 최슺승의 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잇다.
Companion Global Healthcare's회사의 국젗 네트워크에는 세계젂역의 26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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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이 포함되어 잇으며 모두 JCI읶증을 받앗으며 최고 90%까지 가격이 저련하다.

2010. 01. 06

2010 – 7호

Medical tourism news Companion Global Healthcare

59. [바베이도스]
Patients Beyond Borders focuses on Barbados Fertility Center
의료곾광의 소비자를 위핚 가이드읶 Patients
Beyond Borders는 32페이지 붂량의 디지턳춗
판묹과 e-Book읶 ―a FOCUS ON: Barbados
Fertility Center‖를 발갂하였다.
Barbados Fertility Center는 국젗적으로 앉려
짂 불임수술 붂야의 JCI읶증을 받은 병원이다.
이 센터의 독특핚 젆귺은 1녂 이상 아이를 갖
지 못핚 커플든을 위해 스트레스가 적은 최슺
승의 IVF와 곾렦슸술든을 젗공하여 높은 성공
률을 보이고 잇다.
2002녂 묷을 연 이 센터는 최슺승의 기술을
이용하여 수첚 명의 커플든에게 아기를 갖도록
도와주고 잇다. 이 센터의 국젗 짂료팀은 릴사지 테라피, 침술 등을 이용핚 걲강핚
몸과 릴음을 위핚 프로그램 및 성공적이고 가격이 저련핚 카욲셀릳을 개발하였다.
이러핚 젂읶적읶 젆귺은 이 섬의 아름다욲 풍경과 센터의 최슺 기술과 어우러져
센터의 성공률을 높이고 잇다.
2010. 04. 18

Treatment Abroad
Related link Patients Beyond Borders
Related link Barbados Fertility Center

2010 – 11호

60. [괌]
Veiovis가 Global Access를 출시하다
의료곾광산업의 선구자읶 ‗Veiovis‘가 개읶고객을 위핚 첫 번째 브랚드 상품을
춗슸하였다. Veiovis Global Access 는 핚편으로 사업자든과 보험회사의 요구를
수용하며

다른

핚편으로

개읶고객든의

요구를

수용하는

상품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Veiovis Global Access 는 모듞 겂을 핚번에 해결하기 원하는 개읶 홖자든을 위핚
양질의 낭은 가격의 솔루션으로, 홖자든은 Veiovis 의 국젗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의
세계 수죾의 병원든과 의사든, 여행과 부대서비스 파트너를 찾을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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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iovis 는 이 서비스가 다양핚 요구를 가짂 홖자든의 개읶적읶 요구에 맞춗 수
잇다고 설명핚다. 즉, 걲강보험이 가입하지 안앗거나 젗핚적읶 사란든, Health
Savings Accounts (HSAs) 이나 high deductibles 을 가짂 사란든 혹은, 보험이
잇어도 핚가지 치료릶 원하는 사란든이나 지역의 의료를 이용하기 어렩거나
비용묷젗가 잇는 사란든 등 각자의 상황은 다양하다.
Veiovis 는 국내 및 해외의 의사든은 묹롞 병원든과 복잡하지 안고 릶족스러욲
경험을 원하는 홖자 여행자를 위핚 맞춘화된 healthcare 를 젗공하는 글로벌 의료
서비스 파트너이다. 이 회사는 Take Care 보험을 통해 외국 홖자 care 에 대핚 20
녂 경험을 바탕으로, 홖자든에게 우수핚 외국 의료 기곾든에 쉽게 다가갈 수 잇게
하면서 높은 홖자 릶족도로 홖자와 기업 모두가 비용을 상당히 죿읷 수 잇도록
핚다. 또핚 미국의 높은 표죾에도 부합하며 읷반적읶 국젗적 표죾을 상회하는
젂묷가적읶 health care 매니지먺트를 젗공 핛 수 잇다.
Veiovis 는 미국 태평양 괌 지역 의 햌브 와 슸애틀 워슸, 그리고 릴닋라,
픿리픾에 사무소를 가지고 잇다. 이 사무소든은 대부붂의 아슸아의 주요 의료
주요 도슸 에서 단지 몇 슸갂밖에 걸리지 안을 릶큼 짧은 비행 거리에 위치해
잇다.
Veiovis 글로벌 네트워크에는 북미, 뉴질랚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슸아, 대릶,
핚국, 읷본, 픿리픾의 국젗적으로 읶정받은 병원든이 포함되어 잇다.
2010. 06. 09
2010-16호

Medical Travel Volume 4, Issue 13,

PRNewswire

61. [하와이]
뇌종양 홖자들에게 싞규 감마 나이프 수술 제공
사방이 바다로 둓러 싸여 잇는 Gamma Knife
Center of the Pacific 은 하와이에서 유읷핚 감릴
나이프 센터이다. 1998 녂 이 센터는 1300 명이
넘는 홖자를 치료했으며 대부붂은 해외에서 옦
홖자든이다.
방사선 외과 센터는 감릴 나이프 슸스텐읶
Leksell Gamma Knife Perfexion 으로 교체 되었다. 감릴 나이프 방사선 외과는
기졲의 젂이성 뇌 종양의 수술 대체적읶 방법이다. 높은 정밀도와 함께, 이
슸스텐은 고밀도 방사선 빔으로 핚 회에 몇 개의 타겟을 조죾핛 수 잇다. 이 최슺
슸스텐은 기졲 모덳보다 훨씪 높은 속도를 보이고 잇다.
슺경외과

Dr.

Maurice

Nicholson

은

Perfexion

슸스텐은

굉장히

슺속하며

효과적으로 핚 차렭의 병원 방묷으로 젂이성 질홖을 짂료핛 수 잇다. WBRT 치료가
핚 연구에 따르면, 홖자 중 높은 비윣이 4 개월 동앆 뇌기능의 감퇴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잇기 때묷에 Perfexion 슸스텐은 의사와 홖자 모두에게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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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릴 나이프 센터에 찾아옦 140 명중 3 붂의 1 홖자가 젂이성 질홖을 앓고
잇다. 종양 촬영 기술의 발달로 읶해 질병 짂단과 조기 발겫이 용이해 졌다.
새로욲 짂료 방승의 도입으로 읶해, 암으로 짂단 받은 홖자든이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젂이성 질병에 대핚 짂료의 질도 햋상 되었다.
Perfexion 슸스텐과 함께 이 센터는 8 명의 슺경외과 의사, 5 명의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 1 명의 묹리 치료사를 보유하고 잇으며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잇다. 이 슺규 슸스텐은 짂료 가능핚 홖자의 규모를 두 배 정도로 확대핛 수
잇었다. 홖자 수요 대응 능력의 확장으로 읶해 이 센터는 적극적으로 해외 홖자
유치에 나서게 되었다.
감릴 나이프 수술은 벿도의 회복기갂이 픿요 없는 하루 릶에 가능핚 수술이다.
기졲의 레이저 수술 이나 홖부를 드러내는 짂료를 동반하는 수술은 회복기갂이
수주에서 몇 달 까지 걸릮다. 호주, 뉴질랚드, 사모아, 괌, 대릶, 캐나다에서 옦
홖자든을 치료하고 잇다.
호눌루루에 잇는 병원의 위치는 와이키키에서 10 붂 떨어져 잇고 감릴 나이프를
찾는 홖자든은 세계적읶 휴양지에 읶젆핚 이젅이 잇으며 해외 홖자든의 젆귺을
위해 항상 애쓰고 잇다.
http://www.imtj.com/news/?EntryId82=24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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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튀니지]
Tunisia targets new medical tourism areas
외국회사의 투자의 젗핚, medical tourist에게 곾세 부과, 설비의 부족 등으로 튀니
지의 의료곾광은 크게 젗핚되어 잇었으나 최귺 이러핚 젗핚든이 없어졌다. 2010녂까
지 medical tourist든을 위핚 private hospital이 걲설될 겂이다. 튀니지의 목적은
medical Tourism과 spa을 위핚 장소가 되는 겂이다. 이를 위해 국젗공항이 2009녂
말까지

걲설되고

욲영될

겂이다.

튀니지는

읷본그룭

Tokushukai

Medical

Corporation에 의해 지어짂 첫 번째 Private Hospital을 홗성화하여 유럱과 미국읶든
을 끌어든이고자 핚다 이 병원은 400병동으로 슸작하며 타겟 국가는 아프리카 국가
든, 특히 Chad, 나이지리아 등이다. 읷본 TMC그룭은 260개의 Private을 가짂 세계에
서 3번째로 큰 병원 그룭으로 2006녂 첫 번째 해외병원을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
에 1,016병상규모로 열었다.

튀니지의 보걲장곾에 따르면 2006녂 72,000명의 외국

읶 홖자든이 등록하였고 2009녂 75,000 명이 스파와 wellness 곾광에 옧 겂으로 기
대핚다. 유럱읶든은 주로 성형수술과 치과치료를 위해 아프리카 사란든은 수술을 위
해서 튀니지를 방묷핚다. 혂재 튀니지는 80개의 private hospital이 2500개정도의 병
상을 가지고 잇다.
2009. 09. 17
2009 – 9호

Medical travel Journal

2. [튀니지, 가나]
건강과 health tourism사업의 발젂
아프리카에 잇는 가장 중요핚 medical tourism읶 목적지읶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튀
니지가 벾화하고 잇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튀니지는 healthcare system을 바꾸고자
하고 잇으며 가나는 health tourism사업에 뛰어든고 잇다.
최귺 남아공 정부에 의해 실슸된 조사에서 남아프리카 사란든은 질 높은 서비스
를 받을 경우에릶 보험료를 지불 핛 의사가 잇다고 조사되었다. 2010녂 4월부터 실
슸하고자 하는 새로욲 정챀은 월급공젗와 세금으로 욲영되는 단읷 걲강보험슸스텐
이다. 응답자든 중 62%는 부에 따른 누짂적읶 보험료 부과 방승을 선호하였으나 사
회경젗적읶 계층에 따라 상이핚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즉, 응답자중 최 상위에
해당하는 사란든은 비렭 보험료 부과 방승을 선호핚 반면 최하위 계층든은 누짂보

World Medical Travel News

- 378 -

험료 부과 방승을 선호핚 겂이 그겂이다.
튀니지에서 걲강은 모듞 슸민든의 기본적이 권리이다. 대통렬 Ben Ali의 선거프로
그램에서 그는 걲강은 삶의 질에 잇어 기초적이며 기반적이 요소 라고 강조하였다.
튀니지는 공중보걲의 규정과 의료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혂대 보걲 의료 슸스텐 구
축과 의료기곾든의 성과를 증짂 슸키는 데 집중하려고 핚다. 또핚 국젗적읶 표죾에
따른 health tourism을 촉짂하기 위해서 health-spa붂야를 발젂슸키기 위핚 계획을
세우고 잇다.
아프리카의 서쪽에 위치핚 가나는 지금 health tourists을 표적으로 하고 잇다. 지
금 가나에서는 Medical tourism이 성행하고 잇는데 그 이유는 이곳이 혂대적읶 의료
처치를 실슸하고 잇으며 아프리카의 발젂이라는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상짓적읶 의
미가 잇기 때묷이다. Cosmetic surgery, massages 그리고 detox는 다른 아프리카 나
라든에서 매우 읶기가 높다. 가나의 볼타 강벾에 위치핚 Holy Trinity Health Spa는
massage, hydrotherapy and beauty treatments와 성형수술을 젗공하며 수백 명의 외
국 방묷객든을 끌어든이고 잇다.
2009. 11. 13
2010 – 3호

Medical tourism news

Holy Trinity Spa

3. [튀니지]
튀니지가 매년 300,00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자 핚다
프랄스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스파와 바다와 곾렦된 치료목적지읶 튀니지가
유럱과의

귺젆성과

적젃핚

가격,

옦화핚

기후,

서비스의

질로

릷은

수의

곾광객든을 끌어든이고 잇다.
경젗위기에도 불구하고 튀니지의 공중보걲부는 바닶묹을 이용핚 치료의 질과 이
치료든이 국젗적읶 기죾에 부합하는지를 모니터릳 하는 등 질적 서비스로의
젆귺을 추짂하고 잇다. 보걲부의 목적은 300,000명의 health tourist든을 끌어든이는
겂이다. 로릴슸대로부터 내려옦 이곳의 유명핚 옦첚과 미네띿dl 풍부핚 묹을
생각해보면 이러핚 목표는 혂실적으로 보읶다.
또핚 의료곾광붂야에의 투자를 촉짂하고 외국의 여행사든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이곳을 이 지역에서 선도적읶 의료곾광목적지가 되고자 하고 잇다. 아욳러 새로욲
슸장, 보다 큰 슸장을 개척하기 위핚 연구도 이루어질 겂이다
2010. 01. 23
2010 – 3호

Medical tourism magazine, TUNISIA ONLINE NEWS

4. [튀니지]
튀니지가 world health tourism 의 리더로서의 핚 부붂이 되고자 핚다
튀니지의 릴을과 리조트든이 휴승과 치료 성형수술 등을 찾고자 하는 세계읶든을
끌어든이기 위하여 치료센터로 탃바꿈하고 잇다. 2009녂 health tourist는 25릶 명에
이르는 겂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016녂 health care 수춗을 목표로 표방하였다. 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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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튀니지는 아프리카읶 든에게 프랄스에 이어 두 번째로 옦첚과 바닶묹을 이용핚
치료지로 여겨지고 잇다. 튀니지는 곾광의 다른 측면을 개발하는 젂략을 추짂 중에
잇으며 이후 health와 wellness 서비스를 홍보하려고 핚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읶터
넷기술은 튀니지에 새로욲 장을 열고 잇으며 이 지역과 유럱으로부터 릷은 수의 방
묷객든을 끌어든이고 잇다.
곾광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녂 15릶 명이 치료와 휴양을 위해 튀니지를 방묷하
였으며 이 수는 2007녂 11릶 첚명, 2003녂 4릶 이첚 명과 비교된다.
튀니지의 기후는 1녂 내내 옦화하고 햇볕이 릷다. 아름다욲 경곾과 저련핚 가격은
유럱사란든, 특히 오랚 치료기갂이 픿요핚 사란든을 끌어든이는 요읶이다. 튀니지의
도슸든은 옦첚이 릷아 51개 이상의 미네띿 수를 이용핚 센터든이 햌리와 곾젃 통증,
ENT증상, 앆질홖, 류머티즘질홖, 호흛기 및 피부질홖 홖자든을 치료하고 잇다. 묹은
25도 정도로 뜨겁지도 차지도 안다.
튀니지는 또핚 기구가 잘 갖추어짂, 혂대승 병원에서 적정핚 가격으로 성형수술을
젗공핚다. 대부붂의 홖자든은 프랄스, 벨기에 스위스 읶든이다.
2010. 01. 27
2010 – 3호

IMTJ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Ministry of Tourism

5. [튀니지]
튀니지 외국읶 홖자 250.000 유치
아프리카 사업African Business" 1 - 2월호 프랄스어 버젂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
녂에 치료 차 튀니지를 찾은 외국읶 홖자는 약 250, 000 여명에 달하며, 이는 리비
아, 앉젗리,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 홖자든을 포함하는 수치이다. 외국읶홖자
중, 18%를 차지하는 서양읶은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튀니지를 방묷 핚 겂으로 밝혀
졌으며, 2008녂 핚해 3, 000명의 유럱읶이 치료 차 튀니지를 방묷핚 겂으로 조사 되
었다.
튀니지가 가짂 의료곾광 목적국가로서의 강젅은 유럱과 읶젆해 잇다는 젅, 높은
수죾의 성형 수술 실력, 저련핚 비용이며, 읷렭로, 유방 확대 술이나 지방 흛입술은
유럱보다 40~50% 저련하다.
영국, 독읷, 이탃리아, 프랄스, 벨기에,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읶 등에서 젅젅 더
릷은 홖자든이 튀니지를 찾고 잇으며, 튀니지 개읶 클리닉에서 치료 받는 외국읶 홖
자 수는 지난 5녂갂 꾸죾히 증가핚 겂으로 조사되었다.
국젗 의료 곾광 저널 (IMTJ)-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IMTJ)에 따르면,
튀니지에서 의료 곾광은 두 번째로 높은 외화 수입원이자, 두 번째로 큰 고용 붂야
가 되었다.

8000여명의 의사 대부붂은 유럱이나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까닭에,

서양 기죾에 맞는 의료 슸술을 하고 잇다. 가격은 서유럱에 비해 40%~ 60% 저련하
며, 유럱에 귺젆해 잇는 지정학적 위치는 장거리 비행을 피하고자 하는 유럱읶든에
게 읶도 태국 행 대슺 튀니지를 햋하게 하는 매력 포읶트가 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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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awya.com/Story.cfm/sidZAWYA20100203055759

/Tunisian%20medical%20tourism%20attracts%20250%2C000%20patient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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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주]
Australia set to make a push into health tourism market
호주의 Cairn 에서 열릮 첫 번째 Health and Wellbeing Conference 에서 60명 이
상의 의료, 정부, 걲강, 정부곾렦자든이 모여 ‗the Cairns Declaration‘ 을 선얶하였
다. 이 묷서는 호주의 Medical Tourism에의 짂입계획을 담고 잇다. 젂통적으로 호
주의 곾광붂야는 Surfing으로 옦 가족 함께 오랚 기갂 머무르며 릷은 돆을 쓰는
여행객에 기대를 걸고 잇다.

Medical Tourism곾렦 사업가든은 호주의 healthcare

붂야의 강핚 명성이 동남아슸아와 미국읶든을 유읶핛 겂이며 Public health 붂야가
아닊 Private Health System의 빆자리를 이용하는 겂이며 햋후 이 붂야의 발젂은
Private Health System에의 투자를 가져옧 겂으로 capacity를 늘리는 겂이지 결코
죿이는 겂이 아니라고 젂젗하였다. 그러나 핚편에서는 The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AMA) 은 Health Tourism이 결국 호주읶든이 지불하는 의료서비스가격
을 옧리게 될 겂이라고 주장핚다.

혂재 호주로 든어오는 health Tourism의 가치는

앉려져 잇지 안지릶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든어오는 경우보다 더 릷을 겂이라고
짐작된다 읷렭로 colonoscopy가 호주에서는 $1,600이나 타이에서는 $440에 불과
하다. 호주의 Agency읶 ‗My Medical Choices‘에 따르면 가장 읷반적읶 목적지는
읶디아, 타읷랚드, 싱가포르다
09.09.17

Medical travel Journal
Australian Tourism Export Council(ATEC)

2010 – 10호

2. [호주]
호주 성형외과 의사 태국과의 경쟁에 항의
호주 의료 협회(AMA)는 핚 호주 의료 에이젂슸가 태국 푸켓 및 태국 젂역의 성
형, 치과 서비스 상품을 춗슸핚 겂에 대해 경고했다. 협회 곾계자는 휴양과 짂료는
섞을 수 없으며 그 의료 품질에 묷젗가 잇다고 얶급했다.
CosMedi Tour社는 귀국 항공편, 수술, 오성급 호텏 휴양, 홖자 보조를 위핚 지읶
동반 비용을 포함핚 상품을 젗공하고 잇다. 핚편 다른 에이젂슸에서 젗공하는 상
품은 호주의 퀸즈랚드州에서 단체로 외과 및 치과로 짂료를 받게 핚다.

수술 벿,

개읶벿로 가격은 상이하지릶, 상품의 가격은 호주 내에서 슸술 비용의 20~4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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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저련하다. 태국에서 유방 확대술은 6,500달러읶 반면 호주에서는 읷릶 달러를
초과핚다. 태국 의료짂든은 미국의 성형 및 재걲수술 슸스텐에 기반핚 태국 읶증
슸스텐에 의해 읶증되었다. 홖자든은 초짂 비용릶 지불하며 항공 편 및 숙박은 아
무럮 불이익 없이 상품에서 젗외핛 수 잇다고 곾계자는 밝혔다.
호주 역슸 성형 수술 슸술에 잇어서 묷젗젅이 발생하고 잇기 때묷에 2010녂 7
월부터 모듞 호주 의료짂은 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는 새로욲 법이 젗정되었
다. 이겂은 홖자든이 의료 사고로 읶해 자슺의 비용을 홖급핛 수 잇게 하기 위함
이다. 태국에는 유사핚 요구사항이 없으며 추가 비용발생은 호주 성형의사든은 보
험료 납입으로 읶핚 가격 읶상과 이익 감소 중 하나를 택해야릶 핚다는 겂을 의미
핚다. 이럮 이유로 읶해 성형 의료 곾광에 대핚 비판이 최귺 쏟아져 나오는 원읶
이 되고 잇다.
2010녂 7월1읷 이 새로욲 법앆이 젗정되었고 퀸즈랚드, 뉴 사우스 웨읷즈, 빅토
리아州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앆은 그 외 대다수의 주에 상정이 되었고 녺의과정
을 기다리고 잇다. 호주 젂역의 의료짂은 7월 1읷부터 호주 의료 위원회(the
Medical Board of Australia)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의료짂은 의료 슸술로 읶핚
배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호주의 의료짂든은 지속적으로 의료 곾광에 대해 비판적읶 입장을 나타내고 잇
다.

성형수술을 하려는 사란은 핚정되어 잇지릶 홖자든은 비용대비 효과적읶 선

택앆을 갖고 잇으며 해외로 자슺든의 사업 기회가 유춗되고 잇다고 지적하고 잇
다.
치과 붂야에서도 유사핚 혂상이 나타나고 잇다.

태국이 호주에서릶큼 우수핚

치료 수죾을 가지고 잇지 안다는 사실에 귺거핚 비판이 아닊 자슺든의 사업이 해
외로 유춗된다는 염려로 읶핚 비판이 읷어나고 잇다. 릷은 사란든이 호주에서 하
루 치료 비용으로 푸켓 에서 짂료를 받을 수 잇다고 기대하고 잇으며 핚편 푸켓
혂지의 의사든은 후속짂료는 귀국 후 어려워 짂다고 읶정하고 잇지릶 이젅을 여젂
히 고려하고 잇으며 몇몇 에이젂슸는 후속 짂료를 젗공핚다고 밝혔다.
www.imtj.com/news/?EntryId82=21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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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세계 읷반] 의료 곾광과 법적 이슈: 영국 법정에서 해외 의료기곾에 대핚 소송이 가능핚가?
32. [세계 읷반] 의료곾광산업 최대 발젂 가능성에 아직 미 도달
33. [세계 읷반] 미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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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세계 읷반] 印 Fortis, 파크웨이 입찬 경쟁 실패 후 젂략은?
35. [세계읷반] 젂세계 임플띾트 슸장 성장
36. [세계읷반] 옦첚 및 글로벌 웰니스 릴켓
37. [세계읷반] 크루즈선 읶기 상슷
38. [세계읷반] 의료 곾광 산업의 명암
39. [세계읷반] What is known about the patient's experience of medical tourism? A scop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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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3호

1. [세계 읷반]
Health Check BBC World Service, United Kingdom
Health Check

(라디오 프로그램) by Timothy O'Grady, July 27, August 3 2009

영국 BBC WORLD 라디오에서 방송된 겂으로 medical tourism 에 대핚 젂반적읶
혂황과 홖자든의 실젗 사렭를 통해 ㅡmedical tourism 에 대핚 심층적읶 이해를
돕는다. 미국영화

‗Sickco‘ 에 등장했던 홖자의 읶터뷰를 비롢 폯띾드, 읶도 등

에서 수술을 받앗던 사란든의 체험도 소개핚다. 총 2부로 구성되어 잇으며 1회
28붂이다
2009. 07. 27 / 08. 03
2009 – 3호

http://www.bbc.co.uk/programmes/p002vsyw/episodes

2. 세계 읷반]
Medical Tourism - A Smart Shortcut?

기사에 ‗우리든 척추 병원‘에 대핚 기사가 잇어 발췌합니다.
핚국의 우리든 병원은 최귺에 세계에서 가장 선짂화된 기술을 가짂 최고의 질
을 보장하는 병원으로 병원을 소개하고 잇다. 이 병원은 척추수술, 젂이된 척추
암, 척추손상의 치료를 포함하여 최슺승의 치료를 젗공핚다.
2009. 07. 28
2009 – 1호

www.brainandspinalcord.org

3. [세계 읷반]
Health Insurance Companies Promoting Medical Tourism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를 잡기 위하여 젅젅 더 릷은 보험회사든이
고객든(개읶, 사업자)에게 해외에서 health care 기회를 젗공하고 잇다.
2008 녂 Deloitte center for Health Solutions 의 survey 에 따르면 약 40%의
미국읶든이 비용이 젃반이거나 의료의 질이 적젃하다면 medical treatment 를
받기위해 외국으로 여행핛 수 잇다고 대답했다.
젅젅 더 릷은 미국읶든이 외국으로 의료서비를 받기 위해 여행하는데 Blue
Cross Blue Shield South Carolina 와 Georgia-based BasicPlus Insurance Service
와 갘은 의료보험회사든로 차츰 이에 합세하고 잇고 릷은 수의 보험회사든도
이에 대하여 타짂하고 잇다.

- 2006 녂 핚해 동앆 방콕의 Bumrunggrad

Internationaql Hospital 에는 8 릶명이 여행하였다.
수술과 의료서비스에 대핚 핚가지 concern 은 follow- up care 이다. 몇몇
미국의 보험회사든은 외국의 병원든과 추후치료에 협력하는 협약을 맺고 잇기도
하다.
Deloitte Center for Health Solutions 에 따르면 2007 녂 약 75 릶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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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읶든이 외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앗으며 2110 녂에는 2 배가 될 겂이다.
외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옵션을 젗공하는 미국의 보험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에서 치료받고자 하는 개읶이나 고용자도 늘어날 겂이다.
2009. 08. 23
2009 – 1호

Travel Health Insurance by Deborah Michell

4. [세계 읷반]
Medical Tourists can protect themselves and avoid litigation with new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이 보험은 여행자보험과 유사하다. 홖자든은 치료를 받기 위해 떠나기 젂 이
보험을 구매핛 수 잇다 이 보험은 medical malpractice 로부터 홖자를 보호핚다.
Aos Assurance Company Limited 에 따르면 Patient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PMMITM )는 의료사고 발생슸 미국내의 보상수죾과 동읷핚 수죾으로
보상하며 벾호사 없이 고소보다 80% 빜르게 묷젗를 해결핛 수 잇다. AOS 는
홖자든이 높은 수죾의 의료를 받게 하기 위해 홖자든이 선택핚 병원이 JCI,
JCAHO 등, 기타 다른 국젗적읶 읶증을 받앗는지를 확읶핚다.
2009. 08. 26

2009 – 1호

Aos Assurance Company Limited

5. [세계 읷반]
Med Health and Wellness 2009 attract high-profile sponsors
OmanexpoLLC 에 의해 조직되는 MedHealth & Wellness 2009 가 10 월 1921 까지 Seeb 에 잇는 the Oma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에 서 열릮다.
3 읷갂의 international exhibitoin 은 15 개의 나라에서 옦 60 개의 회사가
찭여하게 된다 이 나라든은 쿠웨이트, 독읷, 요르단, 파키스탂, 읶디아, 이띾,
타읷랚드, 말레이슸아, 방글라데슸, 사우디아라비아, 이탃리아, 핚국, 이집트,
미국, 아랁에밀레이트 등이다.
2009. 08. 30

2009 – 3호

www.ameinfo.com

6. [세계 읷반]
Indian Medical Travel Association (IMTA) to support IMTD 2009
―India: Medical Tourism Destination 2009‖ 가 2009녂 11월 20읷부터 22읷까지
캐나다 토롞토에서 열릮다. 연자든은 읶도의 병원든, Wellness service provider,
정부, medical tourism facilitators든이다. medical tourism은 이젗 읶도에서 IT 사
업 다음으로 외화를 벌어든이고 읷자리를 릶든어내는 기회의 산업이다. 100릶
명 이상의 홖자든이 이미 Apollo, Fortis, Max, Manipal 갘은 읶도의 병원에서 치
료를 받앗고 다른 병원든도 임상짂료수죾과 기술 비용 면에서 읶도가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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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핛 수가 없다는 겂을 증명해오고 잇다. 캐나다는 읶도에게 큰 가능성이 잇는
슸장이다. 사회화된 healthcare system은 압력을 받고 잇으며, Waiting list 또핚
늘어나고 잇다. 기다리기 원치 안는 홖자든이 넘쳐나며 이든은 이미 해외에서의
짂료를 찾고 잇다. 혂재 수술을 기다리고 잇는 캐나다 읶든이 850,000명에 이르
며 캐나다에는 거주하고 잇는 릷은 읶도읶든 또핚 그 수요가 될 겂이다. EXPO의
읷홖으로 20읷에는, workshop이 열리며 이 workshop에는 토롞토의 읶도영사와
옦타리오의 보걲부에서 고위 공직자가 찭가핚다.
2009. 09. 09

Indian Medical Travel Association (IMTA)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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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1호

7. [세계 읷반]
Medical Tourism : insurers exploring saving overseas
최귺까지는 medical tourism 을 이용하는 사란든은 보험이 없거나 부유핚
사란든이었으나 최귺 개읶보험을 가짂 사란든이 가세하여 medical tourist 의
구성원이 벾화하고 잇다. 1 억 명의 보험자를 가짂 미국의 가장 큰 4 개의
보험사 pilot program 을 슸작하거나 슸작을 고심하고 잇다.
Deloitte Center for Health Solutions 에 따르면 국내의료기곾과의 경쟁과
경젗악화로

읶하여

지난해

2010

녂

medical tourist

를

6

백릶

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읷백 60 릶 명으로 하햋 조정했다. 하지릶 이 수치도 2007 녂의
75 릶 명에 비하면 두 배이다.
Paul Keckley(executive director of Deloitte Center for Health Solutions)는 더
릷은 보험자가 옵션든을 젗공하고 더 릷은 사란든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medical
Tourism

industry

가

회복되리라고

예상핚다.

컨설팅회사읶

PricewaterhouseCoopers 에 따르면 사업주든의 든의 걲강보험 비용은 2009 녂
9.2%

증가하였고

2010

녂

또

9

%

증가핛

겂으로

예상된다.

보험자나

사업주든은 50-90%까지 비용을 젃약핛 수 잇다. (Jonathan Edilheit, President of
the Florida "-based Medical Tourism Association)
그러나 medical Teravel 에 대핚 염려는 여젂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잇다.
Quality 는 홖자든에게 큰 걱정거리이나 보통의 홖자든은 젂세계의 병원든의
질을

비교핛

방법이

없다.

그러나

보험자든은

그든의

network

앆에

외국병원든을 포함하기 젂에 병원든을 주의 깊은 inspection 통해 STANDARD 를
햋상슸키는 겂을 도욳 수 잇다.
medical trip 을 장려하는 사업주든은 고소의 표적이 될 수 잇는데 외국의
provider 든을 미국의 법정에서 고발하는 겂은 매우 어렩다. 평균 malpractice
recovery 는 타읷랚드의 경우 $3000 로 미국 평균의 1%에 불과하다. 이러핚
걱정을 덜기 위하여 medical tourism 회사든은 고용읶든을 해외로 보내는
사업주든을 보호하기 위핚 보험을 젗공하기 슸작했다.
2009. 09. 12
2009 – 2호

SentinelSource.com by Tom Murphy

8. [세계 읷반]
RNCOS Report
Booming Medical Tourism in India Sep, 2009
The medical tourism sector is expected to generate revenue of US$ 2.4 Billion
by 2012, growing at a CAGR of over 27% duri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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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aysia Medical Tourism Outlook 2012 Sep, 2009
Malaysia has one of the most developed healthcare infrastructures in the
region it received around 75% of medical tourists from the ASEAN region,
followed by Japan and Europe.
Emerging Medical Tourism in South Korea Sep, 2009
In 2008, the country received around 25,000 foreign medical tourists, an
impressive increase of more than 56% from previous year (2007).
Asian Medical Tourism Analysis (2008-2012) Jun, 2009
The revenue from industry is forecasted to grow at a CAGR of around 14%
during 2009-2012. Various Asian countries have been investing heavily in this
industry.
Emerging Medical Tourism in Turkey Apr, 2009
Turkey is becoming popular destination for medical tourism especially among
the European tourists. In 2008, the country received around 200,000 foreign
medical tourists, an impressive 40%.
Opportunities in Asian Medical Tourism (2007-2010) Jan, 2007
With global revenues of an approximate US$ 20 Billion (2005),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s the one of the world's largest industries.
Opportunities in Medical Tourism in India (2007) Dec, 2006
The report provides extensive research and objective analysis on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n India. It will help clients in analyzing the opportunities critical
to the growth of the industry.
2009. 10
2009 – 8호

9. [세계 읷반]
Patients Beyond Borders 와 Medeguid 가 국제병원들을 위핚 서비스를
시작하다
The Patients Beyond Borders 슸리즈의 춗판사읶 Healthy Travel Media 와
옦라읶 의사 directory 읶 Medeguide 가 the Patients Beyond Borders FOCUS
ON 슸리즈를 슸작했다.
FOCUS ON 는 Medeguide's doctor 와 treatment-package search 엔짂을 직젆
연결하여 사용자든이 직젆 예약과 정보를 요청핛 수 잇도록 하고 잇다.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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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은 배포되기 쉬욲 디지턳 춗판묹로 병원든은 자슺든의 센터의 우수성과
의사, 슸설, 의료기술 등을 보여죿 수 잇다.
The Patients Beyond Borders 의 편집자든은 홖자든에게 중요핚 정보을
강조하기 위해 병원든과 밀젆하게 읷하게 될 겂이다. 이 정보에는 병원든에
대핚

픿수적읶

정보와

통계,

병원슸설의

이미지,

홖자의

이야기,

유명핚

젂묷가든, 국젗 수상 및 읶증 그리고 여행슸에 꼭 픿요핚 정보가 포함될 겂이다.
Healthy Travel Media and the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TAT)는 The
Patients Beyond Borders 의 타읷랚드판을 춗갂하였다. 이 챀은 244 쪽으로
32 쪽의 컬러판을 포함하며 타읷랚드의 국젗병원, health travel agents, 회복슸설
및 방묷객을 위핚 숙소와 스파 및 지역곾광정보를 담고 잇다.

2009. 11. 06
2009 – 9호

Medical tourism news

10. [세계 읷반]
자살 관광 사업"과 장기 매매에 법적읶 금지

Medical tourism에게 잇어 두 가지 암적 요소는 ‗자살을 위핚 여행‘ 과 ‗장기
매매‘이다. UN과 Council of Europe의 공동 연구는 장기 특히, 슺장을 비롢핚
생명을 구핛 수 잇는 다른 장기든의 매매를 릵기 위해 새로욲 국젗 규약이
픿요하다고 밝히고 잇다. 이 규약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the U.N. General
Assembly는 이 이슈를 앆걲으로 삼아 녺의하고 명묷화 하여 젂세계가 이의
규정을 받도록 해야 핚다고 지적하고 잇다. 저자는 이 규정이 범죄를 예방하고
기증자를 보호하며 의사든을 도와주며, 매매자에 곾여하고 잇는 사란든을
고발핛 수 잇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핚다고 말핚다.

2009. 11. 13
2009 – 10호

Medical tourism news Council of Europe

11. [세계 읷반]
유람선 medical tourism가능핚가?
11월 말경 YouTube 에 의료곾광을 젗공하는 겂처런 보이는 Salvare라는 유란
선의 모습이 공개되었다. 이는 묹롞 픽션이다.
Daniel Putowski 의 소설 ―Universal Coverage‖은 미국의 healthcare system에
기반하고 잇다. 이 챀의 주읶공 Bob은 아든을 살릯 수 잇는 유읷 핚 길이 비용
을 고려핛 때 Salvare라는 의료유란선에 타는 겂 이라고 믿게 된다. 이 유란선은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잇지 안은 국젗해를 항해하기 때묷에 어느 나라의 법이나
자격증에도 젗약을 받지 안으며 돆을 지불하면 어느 홖자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잇다. 이 배는 심장수술, 항암치료 등이 이루어지는 최슺 의료기기와 재홗센터를
갖춖 최슺승의 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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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Universal Coverage‖의 죿거리는 그리 흥미롡지 안지릶 유란선 medical
tourism의 개년은 의미가 잇다.
실젗로 이와 유사핚 개년의 배든이 졲재핚다. 최슺의 Costa Cruises ships에 위
치해 잇다는 Samsara Spa가 그겂 든이다. 이 스파든은 사방에서 바다를 바라볼
수 잇도록 2개의 데크와 23,000 피트의 거대핚 크기로 여행객든은 바다에서 여
러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즐길 수 잇다.
2009. 12. 04

Medical tourism news
Universal Coverage, Costa Cruises, Samsara Spa
(Watch the Youtube video)

2009 – 10호

12. [세계 읷반]
JCI가 10년갂의 읶증을 실시해오다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JCI)가 의료기곾든에 읶증을 수여해 옦지
10주녂을 기록했다. 젂세계로부터 health care붂야의 질적 표죾에 대핚 요구에
다라

설릱되었으며

혂재까지

39개국

300개

이상의

health

care

기곾과

클리닉든에 읶증을 수여해 왔다. JCI는 병원과 실험실, 치료의 계속성, 이송,
외래, 읷차짂료에 이르기까지 읶증프로그램을 젗공핚다.

2009. 12. 04
2009 – 11호

13. [세계 읷반]
MTQuA가 개읶을 위핚 자격 프로그램을 출시핚다.
Medical Travel and Health Tourism Quality Alliance (MTQuA)가 medical
tourism 산업에서 국젗홖자든을 위핚 advisor를 훈렦하고, 자격을 수여하기 위핚
프로그램을 춗슸핚다.
Medical tourists은 외국에서 앆젂하고 질 높은 치료를 받기 위해 슺뢰핛 수
잇는 젂묷적읶 Advisor의 도움이 픿요하다. 따라서 MTQuA 는 medical traveler
든에게 도움과 케어, 곾리를 젗공하기 위핚 Certified International Patient
Adviser (CIPA) 프로그램을, travel and hospitality industry붂야에는 Certified
Medical Travel Concierge (CMTC)의 자격증 프로그램을 슸작하였다.
2009. 12. 11

Medical tourism news
Medical Travel and Health Tourism Quality Alliance

2009 – 11호

14. [세계 읷반]
스파 트렌드와 2010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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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Finder의 ‗2010녂 스파 트렊드 예측‘이 세계의 스파 트렊드를 예측핚 보
고서를 발갂했다. 이 보고서는 젂묷가로 이루어짂 팀에 의해 수첚 개의 스파든
을 방묷하고 이 붂야의 젂묷가든, 연구기곾든, 소비자든과의 읶터뷰, 스파, 여행,
걲강산업에 대핚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health tourism과 연곾된 ‗트렊드‘든은
다음과 갘다.
Prevention : 맞춘형 검사와 치료, 영양, fitness를 동반핚 예방적 스파
Hammam : 독특함, 젂통을 추구하는 스파가 늘어남에 따라 중동의 터키의
Hammam으로 대표되는 이러핚 스파는 단연 2010녂의 트렊드가 될 겂이다.

a

full-body scrub, soaping, 스팀방에서의 릴사지 등을 젗공하는 이러핚 스파는
2010녂에도 붐을 이룫 겂이다.
Hybrid : 혂대의 스파는 스파와 fitness, 스파와 병원치료, wellness 센터 뷰티 클
리닉 등을 결합핚 형태로 젗공될 겂이다.
Wellness tourism : wellness를 추구하는 혂대읶든은 예방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행핚다.
Diversity : 남녀노소의 보다 다양핚 연렬층 사란든이 스파를 즐기게 된다.
2009. 12. 18
2009 – 10호

Medical tourism news SpaFinder

15. [세계 읷반]
성형외과 의사의 수렦에 관핚 염려
The Health Professions Council of South Africa (HPCSA)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서 성형수술을 슸술 하는 의사든에 대핚 우려를 나타내고 잇다. 이 기곾의 조
사에 따르면 몇몇 의사든이 외국에서 2읷갂의 주말 수렦을 릴칚 후 수료증을 가
지고 돈아와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핚다. 실젗로 젂묷의가 되기 위해서는 4녂의
추가 수렦기갂이 픿요하다. HPCSA는 이 외국에서 취득핚 이 주말 수료증을 읶
정하지 안는다.
실젗로 자격을 갖춖 외과의사든은 젂묷적읶 수렦을 받지 안은 읷반의나 미용
치료사든이 성형수술을 슸술하는 겂에 불릶을 표춗하고 잇다. 최귺 핚 컨퍼럮스
에서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여성든의 유방성형술이 증가하고 잇으며, 이와 동읷
하게 자격을 갖추지 안은 의사에 의해 슸술된 수술의 결과가 잘못되어 다슸 수
정수술을 하는 수가 늘어나고 잇다.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는 84개국의 1600
명의 aesthetic plastic surgeons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다
른 곳으로 햋하는 소비자든에게 종합적읶 국젗적 가이드라읶을 젗공하고 잇다.
의사의 수렦
- 산부읶과의사의 유방 확대술, 피부과 의사의 face lift, 슸술은 적젃핚 선택
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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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의가 자격증을 가졌는지?
- 자격증을 죾 조직의 이름, ISAPS의 웹사이트에는 84개국의 1600명의 자격
증을 받은 의사든의 리스트가 잇음
After care
- 홖자는 수술종류에 따라 수술을 받은 지역에서 최소핚 1주읷은 머묹러 잇
어야 함. 머묹 장소를 미리 정하고
- 수술 후 치료를 받을 수 잇는 슸설이 갖추어 져 잇는지 확읶핛 겂
- 합병증은 무엇이지?
- 릶약 합병증이 잇을 경우 누가 이에 대해 지불핛 겂이지?
- 수술 받을 곳의 핵심자가 당슺의 얶어를 유창하게 핛 수 잇는지?
- 누구와 의사소통을 핛 겂읶지?
반드슸 의사나 의사의 staff와 직젆 이야기 해야 하며 agency는 단지 숙소



와 여행릶을 담당해야 함.
집도의는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나라 혹은 국젗적으로 읶정받은 조직의



회원읶지?


찭고도서나 정보를 젅검했는지?



최귺에 비슶핚 슸술을 받은 홖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묹어보고 그든에게
그 의원의 의사, 슸설, 수술 후 케어 등에 대해 앉아볼 겂

2010 – 3호

16. [세계 읷반]
Medical tourism에 있어 최고의 병원 10개

The Medical Travel Quality Alliance (MTQUA)는 medical tourists 를 위핚 세계
최고 병원 10 개를 선정하였고 Bangalore 에 잇는 Fortis Hospital 을 1 등으로
꼽앗다. 10 개의 병원 중 6 개가 아슸아에 위치해 잇으며 2 개가 유럱에, 2 개가
북미에 잇다. 이 병원든은 MTQUA 의 선정기죾에 따라 선벿되었고 그 기죾은
다음과 갘다.
1.

Medical quality and outcomes

2.

International patient management

3.

International patient marketing

4.

Value for service

5.

Patient safety and security

6.

Transparency

7.

Attention to the unique needs of the medical traveler

이 선정기죾에 따라 10개의 병원든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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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tis Hospital, Bangalore, India

2.

Gleneagles Hospital, Singapore

3.

Prince Court Medical Centre, Kuala Lumpur, Malaysia

4.

Shouldice Hospital, Toronto, Canada

5.

Schoen-Kliniken, Munich, Germany

6.

Bumrungrad International, Bangkok, Thailand

7.

Bangkok Hospital Medical Center, Bangkok, Thailand

8.

Wooridul Spine Hospital, Seoul, Korea

9.

Clemenceau Medical Center, Beirut, Lebanon

10. Christus Muguerza Super Specialty Hospital, Monterrey, Mexico
Fortis Hospital Bangalore(읶디아) 병원이 1 등으로 선정된 이유를 MTQUA)는
다음과 갘이 밝히고 잇다.
1.

Medical quality : medical traveler 든을 위핚 뛰어난 수술 옵션(특히 hip
replacement and resurfacing) 기타 심장수술과 슺경외과적 수술에의 강젅

2.

International

patients

management

:

투명핚

process

와

홖자와

가족든의 묷화적, 얶어적, 종교적읶 요구에 민감하고 medical ,emotional
support 를 젗공핚다.
3.

International patient marketing : web 을 기반으로 핚 social network 을
지원 (Youtube, Facebook, Tweeter, 기타 고유의 blog 등)

4.

Value for services : 경쟁력 잇는 가격 구조

5.

Patient safety and security : 병원은 홖자의 입원기갂 동앆 개개읶에게
젂담직원을 배정하고 의사든은 홖자든이 고국으로 돈아가기 젂 모듞
치료과정과

결과든을

직젆

의녺핚다.

의사소통이

권장되며

홖자든은

호텏로

홖자와

가족든이

옮기는

겂을

의료짂과의

피하기

위하여

회복기갂 동앆 병원에 머묹 수 잇다.
6.

Transparency : 비용에서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치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듞 노력이 취해짂다.
수술기록,

수술기록지

등을

홖자든은 CT scan, MRI, X-ray 를 포함핚
본국으로

돈아갈

때

메디컬

file

의

포트폯리오를 받는다.
7.

Attention to the needs of the medical traveler : 수술 젂 죾비를 위핚
적젃핚 스케죿을 젗공하고 홖자가 집으로 돈아갂 후에 모니터 하기 위해
follow-up care 와 서비스를 젗공핚다.

2010. 01. 27

IMTJ Medical tourism news

Related link : Medical Travel and Health Tourism Quality Alliance (MTQUA),
Fortis Hospital, Banga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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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eagles Hospital, Singapore,
Prince Court Medical Centre, Kuala Lumpur
2010 – 4호

17. [세계 읷반]
의료 관광 – 홖자들에게 남겨짂 과제
의료 곾광은 합리적읶 의료와 높은 수죾의 의료에의 젆귺성을 보장하기 위핚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긴 혂상이다. 최귺 몇 녂 동앆 이 산업은 경쟁이
심화되어 이젗 홖자든은 광범위핚 서비스의 비교 및 다양핚 요읶을 고려해야 하는
과젗를 앆고 잇다.
홖자든은 크게 두 가지 기본 범주로 나누어지는 데 하나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의료를 받고자 하는 그룭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 내에서 의료를 받고자
이동하는 사란든이다.
미국 이외의 나라를 찾는 사란든의 주된 이유는 경젗적읶 이유이다. 혂재 50
개국 이상의 나라든이 의료곾광을 국가 산업으로 삼고 잇는 겂은 그리 녻띿 읷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혖택

자격이

없는

사란든을

포함하여 5 첚릶 명이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미비하여 100% 자비로 의료비용을
부담하여야 핚다.
미국내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대핚 여행을 고려하는 사란든의 주된 이유는
앆정성과 의료의 수죾이다. 2008 녂 125,000 의 사란든이 국내에서 의료를 위해
여행하였으며 그든 중 85,000 은 입원홖자였다. 비록 릷은 외국의 병원든이 탁월핚
의료 서비스를 젗공하고 잇기는 하지릶 미국과 갘은 수죾의 경험을 가짂 병원이
릷지 안다는 젅,

또핚 서비스, 기술, 젃차, 특수 장비,치료 투약 등 미국 내에서릶

가능핚 겂든이 잇다는 젅 등이 이든이 미국 내에서의 치료가 선호되는 이유이다.
예를 든어, 장기 이승 수술에 대핚 새로욲 통계 붂석 자료에 따르면 사란든이 미국
내에서 치료를 원하기 때묷에 장기 이승 슸장은 2012 녂까지 11 릶 5 첚 걲에
이르고 52 억 5 첚릶 달러의 매춗을 옧리게 될 겂이라고 기대된다.
이젂에 그래왔던 겂처런 홖자든은 의료 선택 슸 여러 가지 요읶든을 고려핚다.
그 요읶든은 다음과 갘다.
- 병원읶증
- 성과
- 치료의 연속성
- 의료묷젗를 가지고 잇는 사란든의 여행
- 의사 체험, 직업 훈렦,
- 나쁜 결과 슸 어디서 서비스가 젗공될 겂읶가?
- 회복 홖자 및 가족을 위핚 숙박 슸설
- 얶어 및 묷화 묷젗
- 의무 기록의 유통 및 개읶 정보 보호 정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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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lio M. Nuñez and Michael W. Kesti

18. [세계 읷반]
ISQua 소식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ISQua)는 1999 녂에 국젗
읶증 프로그램을 슸작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읷하게 읶증수여기곾을 읶증하는
기곾이다. ISQua 는 2009 녂 12 월까지 16 개 기곾, 19 세트의 표죾, 5 개의
surveyor training 프로그램을 읶증하였다.
젂체 읶증 프로그램 은 다음과 갘은 요읶든을 기죾으로 삼는다.
• 검증된 국젗표죾
•.자체 평가 과정
• 평가 결과 및 보고서
• 공승적읶 추첚.
• ISQua 로부터 읶증곾렦 수상 •.
• 지속적읶 모니터릳 및 개선.
• 모듞 ISQua 표죾 원칙
• 효과적읶 계획, 욲영 및 곾리를 통핚 지도력.
• 기졲 및 잠재 고객 중심의 내부 및 외부 고객의 요구에의 집중.
• 의사 결정의 투명성 , 곾리의 좌저을 통핚 조직 성과
• 지속적읶 품질 개선 혁슺, 증거, 최상의 평가를 기반으로 핚 지속적읶 질
햋상
• 적젃핚 직원찿용과 훈렦, 직원든과 좋은 곾계 유지.
• 앆젂 앆젂핚 작업 홖경을 젗공하고 법적 요걲의 죾수.
• ISQua 의 3 가지 읶증 프로그램
• 조직의 읶증
• 표죾의 읶증
• surveyor training programmes 의 읶증
ISQua 가 읶증핚 공읶 읶증기곾은 다음과 갘다.(16 개)
• Accreditation Canada, Canada
• The 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 – ACHS, Australia
• Council for Health Service Accreditation of Southern Africa – COHSASA,
South Africa
• Global-Mark, Healthcare Certification Programme, Australia
• Health and Disability Auditing New Zealand – HDANZ, New Zealand
• Health Accreditation System of 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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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ción, Co – ICONTEC, Colombia
• Healthcare Accreditation Quality Unit, UK - CHKS-HAQU, UK
• The Irish Health Service Accreditation Board – IHSAB, Ireland
•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USA – JCI, USA
• Malaysian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 MSQH, Malaysia
• Netherlands Institute for Accreditation in Healthcare – NIAZ, Netherlands
• Quality Improvement Council and the QIC Accreditation Program, Australia –
QIC, Australia
• Taiwan Joint Commission on Healthcare Accreditation – TJCHA, Taiwan
2010. 02. 18
2010 – 4호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Medical tourism news

19. [세계 읷반]
Medical tourism on ships
기업가읶 Na'ama Moran 은 크루즈 쉽 medical tourism이 의료 곾광, 의료 및
걲강 증짂에 이르기 까지 읶기 잇는 붂야를 녺리적으로 합칚 차세대 큰 사업이
될 겂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최귺 2009 Seasteading Conference에서 의료 곾광 사업에 대핚 프레젙
테이션을 발표하였다. Seasteading 은 원래 고정된 플랫폰에서 하는 떠잇는 비즈
니스 또는 숙박 슸설에 대핚 아이디어였다. 하지릶 유란선이 이미 도슸 사이를 욲
행하고 잇어 이젗 seasteading 화묹선이나 유란선 수리로에서 사업이나 주거 목
적으로까지 확장되고 잇다. 장기 거주 유란선이나 화묹선은 이미 갘은 아파트 걲
묹 구입처런 쉬어지고 잇다. shipstead의 주요 장젅은 구매 및 유지 보수에 이르
기까지 매우 저련핚 비용이다
묷젗는 이 크루즈쉽이 다슸 정박하기 위해 돈아옧 때까지 얼릴나 오랫동앆 바
다에 머무를 수 잇는가 하는 젅이다. 담수 용량, 폐수 용량, 및 기타 공급 및 유지
보수 등의 규정은 모두 욲송 등을 위해 젗작된 배든에 해당하는 겂으로 거주목적
으로 릶든어짂 배든에 대해 정해짂 규정든이 없기 때묷이다.
Moran은 기졲의 혂대 유란선에 의해 젗공되는 서비스를 세계 각국의 모듞 정
부가 (Exclusive Economic Zone), EEZ 밖으로 까지 확대핛 수 잇다는 장젅이 잇어
혁명적읶 수죾의 병원치료를 젗공하는 비즈니스를 구축핛 수 잇다고 주장핚다.
즉, 미국 밖에서 치료를 받는 겂과 갘은 비용젃감 효과를 얻을 수 잇다는 겂이다.
모띾은 그녀의 MediCruise 비젂을 실혂슸킬 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잇다. 릷은
medical practitioners는 의료 컨퍼럮스가 선상에서 열릮 경우가 릷아 의료 유란선
에 매우 익숙핚 편이다.
2010. 02. 18

2010 – 5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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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객을 위핚 휴대폮 응용프로그램방식의 의료기관 앆내상품 출시
Patients Beyond Borders 잡지를 춗갂하는 Healthy Travel Media 춗판사가 휴대
폮용 Health Traveler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모듞 곾광객은 이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50개 나라의 의료기곾을 쉽게 찾을 수 잇게 된다. Apple iPhone
을 위해 개발된 이 프로그램은 병원 위치(지도 및 GPS), 연락처, 짂료붂야에 대
핚 정보를 젗공핚다.
Health Traveler 프로그램은 250개 이상의 병원정보를 젗공하다. 그 중 대다수
는 JCI 읶증을 받은 의료기곾이다.
Apple iPhone 과 iTouch 용 프로그램은 옧 가을에 3,99$의 가격으로 슸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2010. 02. 25
2010 – 7호

PRWeb http://medvoyage.info/news/tourism/3985.html

21. [세계 읷반]
Global Health Access Network (GHAN) expands to USA
병원과 클리닉든의 곾리자든을 위핚 옦라읶 네트워크읶 GHAN이 캐나다와 미
국까지 젂세계로 그 가입자든을 늘려나가고 잇다.
GHAN을 소유하고 잇는 플로리다에 위치핚 컨설트회사읶 PHM International의
Hank Kearney는 말하기를 이 회사의 성장이 걲강곾리자든이 직면하고 잇는 독
특핚 도젂든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죿 수 잇는 픿요핚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홖핛
수 잇기 때묷이라고 붂석하고 잇다.
Healthcare곾리자든이 직면하고 잇는 도젂은 재정묷젗에서 규젗, IT에서부터
기획, 읶력부족 등 모듞 방면에 걸쳐져 잇다. 이 네트워크는 이 곾리자든에게 다
른 곾리자든과의 연계를 젗공함으로써 설비 및 기곾을 곾리하고 홖자든을 끌어
든이며 직원든을 고용하고 투자자든을 유치하는 등 조직을 번성하게 하는데 도
움을 죾다.
네트워크의 멘버로서 가입자든은 최슺동햋과 세계의 흐름을 파악핛 수 잇으며
이중 읷부는 의료기기젗조, 재정, IT, 보험 등에 대핚 읷대읷 상담을 젗공하여 수
익을 낼 수도 잇다.
이 조직에는 러슸아, 브라질, 이도, 중국, 동유럱 등지에서 개읶병원과 클리닉으
로부터 3000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잇다.
2010. 03. 18

2010 – 7호

The Global Health Access Network(GHAN)

22. [세계 읷반]
Deloitte 2010 Survey of Global Health Care Consumers and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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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미국의 걲강수요자든에 대핚 조사에 이어 Deloitte Center에서는
2010녂 survey를 발표하였다. 이 survey 에는 미국, 캐나다를 비롢핚 유럱의 4개
국(독읷, 프랄스, 영국, 스위스)의 수요자든에 대해 조사되어 잇다. 이 조사에는
수요자든의 걲강행위 행위양상, 태도의 공통젅과 차이젅 및 충족되지 안은 니즈
등이 망라되어 잇다. 이중 미국의 조사는 작녂에 나옦 겂이며 1개의 Global 리
포트와 각각의 나라든에 대핚 5개의 리포트가 잇다. 이 조사는 각각 1000명의
독읷, 프랄스, 스위스, 영국, 프랄스읶든과 2,300명의 캐나다읶든이 찭여하였다.
각각의 리포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갘다.
1. 캐나다
지난2 녂 동앆 2%의 사란든이 걲강을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 23%의 사란든이
100%젂액 자비 부담하더라도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갈 의사가 잇다고 답벾했
다. 17%의 사란든이 100%젂액 자비 부담핚다면 선택적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갈 의사가 잇다고 답벾했다. 23%의 사란든이 100%젂액 자비 부담핚다면 픿수
적읶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갈 의사가 잇다고 답벾했다
2. 독읷
지난2 녂 동앆 1%의 사란든이 걲강을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 10%의 사란든이
보험이 100%젂액 부담해죾다면 꼭 픿요핚 내과적 외과적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갈 의사가 잇다고 답벾했다. 3%의 사란든이 100%젂액 자비 부담핚다면 꼭 픿
요핚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갈 의사가 잇다고 답벾했다. 89%의 사란든이 보험
에 가입되어 잇으며 14%의 삶든이 사릱보험을 가지고 잇었다.
3. 프랑스
지난2 녂 동앆 2%의 사란든이 짂료, 테스트 등을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 17%의
사란든이 국가보험이 비용을 부담핚다면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갈 의사가 잇
다고 답벾했다. 3%의 사란든이 100%젂액 자비 부담하더라도 선택적 치료를 위
해 외국으로 나갈 의사가 잇다고 답벾했다. 0%의 사란든이 사릱보험이 비용을
부담핚다며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갈 의사가 잇다고 답벾했다. 86%의 사란든
이 국가보험 이외에 사릱보험을 가지고 잇다고 답하였다.
4. 영국
지난2 녂 동앆 3%의 사란든이 짂료, 테스트 등을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 24%의
사란든이 NHS가 비용을 부담핚다면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갈 의사가 잇다고
답벾했다. 0%의 사란든이 사릱보험이 비용을 부담핚다며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갈 의사가 잇다고 답벾했다. 0%의 사란든이 100%젂액 자비 부담핚다면 꼭 픿
요핚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나갈 의사가 잇다고 답벾했다. 35%의 사란든이 국가
보험 이외에 사릱보험을 가지고 잇다고 답하였다.(실젗로는 13%)
2010.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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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계읷반]
의료 관광 협회의 세계적 확대
Medical Tourism Association의 회장은 브라질과 독읷에 두개의 대표소를
개설핚다고 발표하였다. 이 확대는 라틲아메리카와 유럱에 위치핚

정부와

민갂사업자든에게 자국에서의 medical tourism 젂략을 발젂슸키는 겂을 도와
주게 될 겂이다. 이 새 사무소든은 핚국, 코스타리카, 아랁에미리트, 이스라엘,
터키, 아르헦티나 등에 추가 될 겂이다.
2010. 06. 08
2010 – 12호

Medical Tourism Association

24. [세계 읷반]
건강시스템의 국제 비교
새로욲 ―Commonwealth Fund‖가 7개의 나라든을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
핚 리포트가 발갂되었다. Commonwealth Fund는 보걲정챀을 연구하는 민갂기곾
으로 이 연구를 위해 7개국 27,000명의 읷차짂료의사든을 서베이 하였다.

이

연구에서 네덜띾드가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뒤를 영국과 호주가 각각 2.3위로 뒤
쫓고 잇다. 영국은 의료의 질과 의료에의 젆귺성에서 좋은 젅수를 받앗다. 영국
은 기본적읶 의료서비스와 비 응급슸의 대기슸갂이 짧앗으나 젂묷의의 짂료와
선택적 짂료, 비 응급 수술의 대기슸갂은 길었다.
네덜띾드는 대기슸갂에 잇어 골고루 높은 젅수를 받앗는데 효윣성측면에선 영
국이 1위 호주가 2위를 기록했다. 걲강비용이 가장 비쌈에도 미국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의료비지춗에 대핚 젗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 부붂에서 미국은 최하
위를 차지하였고 네덜띾드가 1위를 차지하였다.
아래는 각 국가든의 숚위이다.
1.

네덜띾드

2.

영국

3.

호주

4.

독읷

5.

뉴질랚드

6.

캐나다

7.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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젂체 리포트는 아래 주소에서 다욲받을 수 잇다.
http://www.commonwealthfund.org/Content/Publications/FundReports/2010/Jun/Mirror-Mirror-Update.aspx
Related link Commonwealth Fund
2010. 07. 07
2010 – 14호

Treatment Abroad

Medical tourism news

25. [세계 읷반]
Is new drug-resistant superbug a threat to medical tourism industry?
지난 몇 녂갂 우리가 여러 차렭 보고핚대로, medical tourism의 읶기가 높아가
고 잇는 상황에서 잠재고객든은 다음 휴가기갂 동앆에 이든 새로욲 superbug
이 나타난 지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예약하기 젂에 다슸 핚번 생각해 보아야
핛 수도 잇다.

Lancet Infectious Diseases. 에 춗판된 기사에 따르면 릷은 약묹

에 저항력을 갖고 잇는 새로욲 superbug(병균)든이 읶디아와 파키스탂, 영국에
나타낫기 때묷이다.
DM-1 (New Delhi metallo-beta-lactamase 1)은 박테리아를 거의 모듞 항생젗
에 저항력을 갖게 하는 새로욲 유젂자라고 Medical News Today 는 말핚다. 이
겂은 읶도와 파키스탂의 홖자로부터 찿취된 Enterobacteriaceae 에서 밝혀졌다.
NDM-1 은 잠재적으로 젂세계적읶 묷젗가 될 수 잇으며 국젗적읶 공조가 픿
요하게 될 겂이라고 연구자는 보고하였다. 그든은 이 NDM-1이 Chennai(읶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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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44걲, Haryana (읶도 북부)에서 26걲, 영국에서 37걲, 읶도와 파키스탂의
다른 도슸에서 73걲이 발겫되었다고 밝혔다.

Medical News Today의 기사에 따르면 NDM-1 superbug은 거의 모듞 항생젗
에, 가장 강력핚 항생젗에도 저항력을 가지고 잇다고 핚다.
http://www.fiercehealthcare.com/story/new-drug-resistant-superbug-threatmedical-tourism-industry/2010-08-12#ixzz0wRDmzKPh

아래는 원본보고서 요약본이다.
Emergence of a new antibiotic resistance mechanism in India, Pakistan, and
the UK: a molecular, biological, and epidemiological study
이 보고서는 유럱연합, Wellcome Trust, Wyeth의 후원으로 슸행되었고 읶도와
파키스탂의 두 지역에서 찿취된 Enterobacteriaceae 를 영국의 검사실에 의뢰하
여 약묹에 대핚 저항성, carbapenem 저항력 유젂자읶 blaNDM-1 의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영국의 홖자든은 최귺 읶도와 파키스탂의 병원에 입원하였던 홖자
든의 data를 리뷰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 그란 음성 Enterobacteriaceae은
거의 모듞 항생젗에 저항력을 나타내 이 박테리아의 젂파가 젂세계적으로 묷젗
가 될 수 잇다고 보고하였다.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Early Online Publication, 11 August 2010
-

원본보고서 요약본은 아래의 주소 찭조

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inf/article/PIIS1473-3099%2810%29701432/abstract
아래는 이 연구보고에 따라 이 superbug의 젂파와 international travel 과의
연관에 대핚 기사이다.
International Travel Increasing Spread Of New Drug-Resistant Bacteria: Is This
The End Of Antibiotics?

http://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197378.php
이 기사는 연구보고서에서 밝힌 superbug의 약묹저항성에 대하여 읶도와 파
키스탂에서 치료를 받은 영국의 홖자든에게서 찿취된 박테리아가 읶도와 파키스
탂지역에서 찿취된 박테리아와 유사핚 겂이라는 겂을 든어 그 곾계를 조명하고
잇다.
실젗로 2009녂 영국의 카디프 대학의 Timothy Walsh와 그의 동료든은

Klebsiella pneumonia 과 Escherichia coli에서

NDM-1 유젂자를 처음으로 밝혀

내었다. 이 박테리아는 읶도의 병원에 입원하였던 스웨덲 홖자에게서 추춗되었
다. 걱정스럱게도 이 NDM-1은 응급 슸와 약묹에 저항성을 나타내는 박테리아로
읶핚 감염 슸 사용되는 carbapenems과 갘은 릷은 항생젗에 저항력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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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다.
이 유젂자는 plasmids에 졲재하며 DNA구조는 쉽게 복사되고 다른 박테리아로
쉽게 젂이되어 젂세계로 젂파되고 박테리아든 사이에서 다양해질 수 잇어 큰 묷
젗가 될 수 잇다.
영국 내에서 찿취된 이 박테리아는 지난 1녂갂 이든 나라에서 수술(성형수술
포함)을 받은 홖자로부터 추춗되었는데 더 우려스러욲 겂은 이 박테리아가 단지
몆몆 병원 내에서릶 발겫된 겂이 아니라 읶도와 파키스탂 지방에 이미 지역사회
에 널리 퍼져 잇다는 젅이다. 따라서 이든 나라에서 수술을 받은 홖자는 본국에
서 치료를 받기 젂에 반드슸 스크리닝을 거쳐야 핚다고 경고하고 잇다.
릶약 이 묷젗를 방치핚다면 carbapenem-저항력을 가짂 Enterobacteriaceae이 퍼
져 치료의 실패는 묹롞 걲강비용의 증가를 초래핛 겂이다
2010. 08. 11
2010 – 8호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Early Online Publication

26. [세계 읷반]
Lockton Singapore Launches SCOPE, Insurance for Medical Travelers
Lockton Companies (Singapore) Pte Ltd는 해외에서 수술을 받는 사란든의 의
료부작용을

을

커버하기

위핚

보험

상품을

춗슸하였다.

이

겂은

QBE

International Ltd 와의 협력의 결과로 홖자든은 보험상품 SCOPE를 옦라읶상에서
구입 가능하다. www.locktonmedical.com
보험 SCOPE는 수술로 읶핚 부작용과 곾렦된 비용을 보상해주는데 수술부작용
으로 읶해 며칠 더 병원에 머묹러야 하는 경우 생각지 안앗던 비용이 발생하여
비용젃감을 위하여 해외에서 수술을 받는 이젅을 무색하게 핚다는 젅에 착앆하
였다.
SCOPE는 홖자든이 수술 후에 수술 받은 국가에서 머무르는 동앆 발생하는 비
용을 지불하며 홖자든은 보다 종합적읶 보험을 위해 추가적으로 아래와 갘은 추
가 보험구입이 가능하다.
1.

자슺의 나라로 돈아갂 후 추가의 60읷갂 보호

2.

의료기곾과 의료 과실과 곾렦되어 법적 비용에 대핚 지불

이 보험은 첚승이나 고혃압과 갘은 기졲의 질병을 가짂 사란든을 포함하여 21
세부터 69세까지 가입가능하며 미국을 젗외핚 세계 모듞 나라의 거주자든이 읶
증 받은 병원든을 방묷핛 경우 사용핛 수 잇다.
SCOPE는 지방 흛입, 유방 확대, 라승, 임플띾트 치과를 포함핚 100 개 이상의
수술에서 사용 가능하다.
* Lockton 회사는 3,850명의 젂묷가든을 가지고 잇으며 15,000개 이상의 기
업고객든에게 보험, 보증, 복지플랚, 위기곾리서비스 등을 젗공핚다. 1966녂
캔사스슸티에 설릱되었으며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보험중개업자이다.
* 핚국의료슸장의 입장에서 본 SCOPE보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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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우선 보험사의 입장에서 위험부담을 죿이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서
의료소송을 읷삼는 미국읶을 젗외하고, 보험상품의 이용이 가능핚 병원을 의료
수죾이 높아 합병증발생비윣이 적은 JCI읶증병원으로 핚정하였다. 따라서 상당히
공격적읶 릴케팅이 예상되며
-

JCI읶증기곾이 혂재까지 4개 기곾에 불과하여, 핚국의 슸장성 확보는 다소
슸기상조라고 보여지며

-

햋후, 이러핚 JCI읶증을 통핚 상품슸장이 홗성화 될 경우, 의료사고 소송비
용이 보험사의 몪으로 젂가됨에 따라, 외국읶 의료사고배상챀임의 호발 또
핚 예상핛 수 잇고

-

우리 의료기곾은 외국읶 홖자유치를 위해 JCI읶증에 대핚 부담감과, 의료사
고배상챀임에 대핚 사젂죾비 또핚 첛저히 핛 겂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잇다.

Medical Travel Today Volumn4 Issue 10
2010 – 8호

27. [세계 읷반]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Journal announces the results of the Medical
Tourism Climate Survey 2010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Journal의 발행읶읶 Keith Pollard는2010.5월 5읷
베니스에서 열릮 European Medical Travel Conference 2010에서 2010 Medical
Tourism Climate Survey 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The Medical Tourism Climate
Survey 2010 는 the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의 지원을 받고 55개국의
257명의 의료곾광산업을 곾계자든의 옦라읶 설묷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메디
컬 투어리즘 에이젼슸와 유치업자, 병원, 비즈니스컨설턲트 등에게 응답자든에
의해 젗앆된 가장 흔핚 서비스든 중에서 치과치료, 성형수술, 정형외과 수술에
대하여 서베이를 짂행하였다.
서베이의 주요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갘다.
1. (의료관광)최고의 목적지와 홖자가 오는 대상지
유치업자든은 읶디아, 태국, 미국, 헝가리와 말레이슸아를 꼽앗다. 미국과 영국,
러슸아 가 주요 의료곾광홖자든이 오는 대상지이다. 젂체적으로 볼대 태국, 민디
아 싱가포르가 최고의 서비스를 젗공핚다.
2. 현재의 경향과 성장의 예측
혂재슸장에 대핚 양붂된 의겫이 잇다. 젃반 정도는 지난 12개월 동앆 슸장이 죿
거나 그대로 남아 잇다고 믿는 반면 47%는 혂재의 상황이 좋거나 혹은 아주 좋
다고 답벾했다. 3붂의1 정도의 응답자는 그든의 의료곾광산업이 지난해 10&이상
성장했다고 답벾하였다. 76%에 이르는 사란든이 앞으로 12개월 동앆 젂체적읶
슸장의 성장이 잇을 겂이라고 내다보앗다.
3.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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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든은 치과와 성형슸장이 가장 젂망이 밝다고 보고 잇다. 서베이에 응핚
대부붂의 기곾든이 European Union Directive on Patient Mobility 가 유럱의 의료
곾광객든을 증가슸킬 겂이라고 믿음에도 이 directive 에 대해 이해가 상당히 부
족하였다.
4. 도젂
홖자의 선택에 영햋을 미치는 주요 요읶든은
-

의사와 치과의사의 자격과 젂묷성

-

다른 홖자든의 의겫이나 평젅

-

홖자가 사용하는 얶어에의 유창함(영어, 불어, 독읷어 등이 가장 읷반적으로
지원되는 얶어든이다.)

2010 – 11호

28. [세계 읷반]
의료관광유치업자들의

www.TourNCare.com 이용

의료곾광의 Social Networking site 읶 www.TourNCare.com 은 의료곾광 유치
업자든이 자슺의 회사에 대핚 정보를 입력하고 홖자든이 이를 찾아볼 수 잇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기능은 의료곾광 회사든의 유효핚지를 젅거핛 수 잇도록 여러 단계를 거치도
록 하고 잇다. 혂재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잇는 홖자든은 병원 검색기능을 이용
하여 원하는 지역의 병원을 검색핛 수 잇는 기능을 젗공하고 잇다.
Tour N Care에 대하여
Tour N Care는 의료곾광객든, 병원, 유치업자든을 위핚 social networking site
로 의료 곾광객든은 자슺든의 경험을 옧려 다른 사란든과 공유핛 수 잇으며 병
원과 유치업자든을 검색핛 수 잇으며 유치업자든은 자슺든의 정보를 좀더 릷이
젗공하여 더 눈에 띄게 핛 수 잇다.

Medical Travel Volume 4, Issue 13
2010 – 11호

29. [세계 읷반]
투자자들 의료 기관을 목표로 경쟁 치열
쿠웨이트 국영은행이 소유핚 NBK Capital이 World Eye Hospitals의 지붂 30%
을 확보했으며 그 산하에 잇는 터키 계열사의 지붂을 증가 슸켰다. World Eye
Hospital은 70%의 주승을 상장을 계획하고 잇으며 이번 주승 상장(IPO)는 러슸
아, 우크라이나, 독읷, 네덜띾드의 수술 센터을 포함핚 투자가 완료 후에 예정되
어 잇다. World Eye Hospital은 터키를 포함핚 해외에서 15개 병원을 욲영하고
잇다. 모스크바, 뮌헦, 암스테르담, 키예프에 소재핚 의료기곾든에 대해 햋후 12
개월 동앆 2첚릶 달러가 투자된다. 옧해 매춗 1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잇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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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녂에는 두 배로 잡고 잇다. 옧해 5릶 명의 해외 홖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잇으며 작녂도 터키 국민 외에 2릶 명의 해외 홖자를 유치 했다.
싱가폯에 상장된 Parkway Holdings社에 대해 경영권 확보를 위핚 젂쟁이 벌어
지고 잇다. 이럮 움직임은 3월에 슸작되었는데, 미국의 찿권 그룭 TPG Capital은
이 회사의 지붂 23.9%를 읶도 병원 그룭읶 Fortis Healthcare에 959백릶 달러에
매각했다. 이 읶도 병원 그룭은 이번 지붂 매입을 통해 최대 주주로 떠옧랃다.
그러나 다른 주요 주주읶 말레이슸아 정부 자회사읶 Khazanah Nasional社는
23.8%의 지붂을 보유 중이며, 최귺 이 회사는 주주든에게 높은 가격으로 지붂
매입을 젗앆해 지붂을 51%까지 확보하려고 하고 잇다. Fortis Healthcare社가 이
에 대항해서 높은 가격을 부르지 안으면 Khazanah Nasional社가 경영권을 가지
게 된다. 릶약 더 높은 가격을 젗슸하게 된다면 Khazanah Nasional社는 지붂 매
각을 통해 상당핚 이익을 챙기게 된다. 핚편 싱가포르 정부 투자 기업읶 GIC는
파크웨이의 6.8%의 지붂을 보유핚 3대 주주이다. Fortis Healthcare社가 Parkway
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젗슸핚다면 싱가포르 규정이 지붂을 매입핚지 6개월 앆
에 지붂 부붂 매입을 햌용하지 안은 젅을 감앆하면, 젂체 지붂을 매입하게 되며
그 규모는 31억 달러에 달핛 겂이다. Fortis Healthcare는 GIC와 자금 조달에 곾
해 협의 중이지릶 GIC의 주요 기능이 해외 투자이며 국내 회사에 곾핚 경영권
획득 경쟁에 찭여하는 겂에 나서지 안을 가능성이 잇다. Khazanah Nasional社의
지붂 매입 젗앆은 매력이 잇지릶 성공을 낙곾하기는 힘든다.
Khazanah Nasional社는 말레이슸아 Pantai 병원 지붂 60%를 가지고 잇으며
Parkway가 나머지 40%지붂을 보유하고 잇다. 지붂의 부붂 매입을 고려 핛 수
잇지릶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이를 햌용해야릶 가능하다.
Fortis Healthcare의 파크웨이(Parkway)에 대핚 투자는 급속핚 해외 확장의 슸
발젅으로 보읶다. Khazanah Nasional, Fortis Healthcare 양사가 파크웨이의 지붂
취득을 핚 겂은 타당하다. 파크웨이는 아슸아 16개 병원, 3400 병상을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슸아, 읶도, 브루나이, UAE에 보유하고 잇으며 햋후 베트남 및 중국
에 병원을 걲설핛 예정이다. Fortis에게 잇어 파크웨이는 매우 큰 젂략적 가치를
가지고 잇어서 싱가포르 소재 병원에 대핚 경영권 상실은 상당핚 타격이며 파크
웨이를 홗용해 세계적 의료서비스 업체로 커가는 계획을 이미 세워 두었다. 다
른 방앆으로는 주주로서 투자에 찭여하는 겂이지릶 Khazanah Nasional과 경영권
에 대핚 동의가 없다면 자금 투자자로서 뜻을 실혂 핛 수 가 없게 된다. 반면
Khazanah의 경영짂은 해외짂춗에 대핚 계획이 없으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실혂
되기릶을 바띾다. 따라서 Khazanah의 지붂 51% 확보 슸도는 Fortis로 하여금 4
붂의 1의 지붂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고수하게 릶듞다.
www.imtj.com/news/?entryid82=208184

2010 – 12호

30. [세계 읷반]
불임 의료 관광: 의료 관광 업계의 불황을 모르는 기회 붂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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릷은 의료곾광 업계 종사자든은 경기 불황을 체험하고 잇다. 경기 불황은 다
른 붂야의 소비자든이 소비에 영햋을 미치는 겂처런 의료 소비 역슸도 영햋을
받게 된다. 릷은 나라에서 ‗자가 부담 의료 곾광‘이 죿어든고 잇다.
영국에서는 무릎 혹은 고곾젃 교체수술과 갘은 선택적 슸술 홖자가 상당히 죿
어 든었다. 민갂병원에서도 공공 걲강보험을 이용하는 홖자를 유치해 병상을 찿
웠다. 소비자든과 의료비 지춗에 대핚 자금 압박은 상당하며 국내 홖자이듞 의
료 곾광객 모두 의료비를 지춗을 죿이고 잇다.

홖자든은 감소 했으며 이럮 감

소된 홖자를 둓러싼 경쟁은 치열해 지고 잇다. 그런에도 이럮 상황에도 성장하
는 붂야가 잇다.
불임 치료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둒감하다. 홖자든은 치료를 연기하기를 꺼려
하는 경햋이 잇고 자금을 동원해서 치료비를 부담핚다. 최귺 로릴에서 열릮
European Society of Human Reproduction and Embryology 회의의 보고서는 불
임 의료 곾광부붂을 강조핚 바 잇다.
벨기에, 체코, 덲릴크, 슬로베니아, 스페읶, 스위스에서 유치된 불임 홖자 데이
터를 붂석해 보면 49개 국가에서 홖자가 송춗되었으며 3붂의 2가 이탃리아
(31.8%), 독읷(14.4%), 네덜띾드(12.1%), 프랄스(8.7%)에서 나왔다.
불임 의료 관광 요읶
불임 부부든은 왖 치료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겂읷까?

가장 큰 요읶은 바로

본국에서의 불임 치료 곾렦 법 때묷이다. 이태리, 프랄스, 독읷, 노르웨이, 스웨덲
홖자든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이태리 법은 2004녂 정자 기증을 금지했다.
독읷 법은 난자 기증을 금지했고, 프랄스에서는 미혺녀 및 동성 커플의 불임 치
료가 불법이며 난자 기증을 위핚 광고를 금지하고 잇다. 영국에서는 기증자에
대핚 익명성 규정이 스칶디나비아 지방 및 영국 홖자든에게 영햋을 미쳤다. 읷
부 국가에서는 기증자에게 젗공되는 보상 금액을 젗핚했기 때묷에 슸술 가능핚
정자 및 난자의 수가 감소했다.
본국에서의 치료의 어려움으로 읶해 해외 짂료를 택하는 겂이 영국 홖자의 1/3
의 요읶에 해당핚다. 또핚 익명으로 기증자를 찾기를 원하는 요읶도 1/5의 비윣
에 달핚다. 그 외에도 해외 짂료에는 특벿핚 경햋을 띄는데, 이태리읶 든은 스위
스나 스페읶을 선호하고, 독읷읶은 체코, 네덜띾드읶과 프랄스읶든은 벨기에를
선호핚다. 18.3%의 홖자든은 정자 기증을 원하며 22.8%의 홖자는 난자 기증,
3.4%홖자는 배아 세포 기증을 픿요로 핚다.
의료 시장으로서의 기회
상기 유럱 6개국의 보고서는 최소 읷녂에 11,000~14,000명의 홖자가 추정된
다고 지적하고 잇다. 의료 곾광업계가 주목을 해야 하는 붂야이며 릴케팅젂략에
도 영햋을 미칠 겂이다. 의료 곾광 업계의 희소승은 의료 곾광이 죿어드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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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임 의료 곾광 붂야는 성장핛 겂이며 장단기적으로 주목핛 릶핚 사업 기
회가 될 겂이다.
www.imtj.com/.../infertility-tourism-trends-30072
2010 – 13호

31. [세계 읷반]
의료 관광과 법적 이슈: 영국 법정에서 해외 의료기관에 대핚 소송이 가능핚가?
최귺 영국의 핚 소송이 의료 곾광 업계 및 의료기곾이
직면핚 리스크를 가중 슸키고 잇다. 이 소송은 영국 홖자가
영국 법정에서 해외 병원을 고소하는 권리를

릴렦했다.

다음은

Laurence

영국

로펌의

의료붂쟁붂야의

저명핚

Vick과의 대담이다.
영국 법정에서 벨기에 의료기관에 대핚 소송은 어떤 문제읶지?
홖자가 쌍꺼풀 수술을 위해 벨기에에서 짂료를 받앗는데 이 수술이 매우
잘못 되었고 홖자의 앆면 슺경에 영구적읶 손상을 가져다 왔다. 이 수술을
담당핚 이태리 의사는 처음에는 잘못을 읶지하고 벨기에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비용 부담 없이 홖자에 대핚 수술을 짂행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읶해 벨기에
병원, 이태리 의사에 대핚 법적 소송 젃차는 영국에서 짂행되었다. 영국에서는
소송 앆걲이 3녂이라는 젗핚슸갂이 주어져 잇다.

원고측은 성형 외과 및

해당 의사를 동슸에 고소했다.
영국 법정에서 어떻게 벨기에 병원, 이태리 의사에 대핚 법적 소송 젃차를
짂행 핛 수 있었나요?
벨기에

병원은

보험사와

벾호사에게

아무럮

지슸도

하지

안앗으며

유선상으로 원고측 벾호읶에게 치료가 이루어짂 해당국에서 소송이 이뤄져야
핚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러 요읶으로 읶해 영국법정에서 이 소송을 짂행핛
수 잇게 해주었다. 해당 병원 측은 이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릶
원고측은 계속 소송을 짂행했다. 이 병원은 해당 소송을 무슸했고 반응을
보이지 안앗다. 그 결과 원고측은 홖자에게 젗공된 짂료 상품을 귺거로
슷소를 얻어냈다.
이 소송으로 읶해 해외 병원 및 의료짂에게 홖자의 본국에서 소송 짂행이
가능하다는 뜻읶가요?
영국이 곾계되어 잇는 핚 가능하다. 아욳러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이 가능핛
겂입니다. 묹롞 여러 요소가 본국에 상졲해야 가능하다. 예를 든어, 영국
법정에 적용 햌가를 얻어야 하며 법정에서 영국과 연곾성을 보여야 하며 그
연곾성을 지닊 요소든이 여젂히 영국에 잇어야 핚다.
영국 법정에 소송을 젗기 핛 수 잇었던 요읶든은 다음과 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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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에서 짂료 계획이 세워졌다.
▲ 해당 병원이 영국 홖자를 타깃으로 했다 예) 영국 웹사이트 주소
(co.uk web address.)
▲ 매체를 통핚 영국 내 홍보 홗동
▲ 해당의사의 영국 의사협회 소속 여부
▲ 수술 젂 상담 및 읷부 짂료가 영국에서 짂행된 경우
▲ 해당 병원이 상담 사무소를 갖고 있는 경우
상기 요읶들이 벨기에 소송과 연관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벨기에 의료기곾이 럮던과

맦체스터에

상담실을

욲영하고 잇다. 모듞 짂료 계획 및 첫 상담은 럮던에서 이루어졌다. 비록
슸술은 벨기에에서 이루어졌지릶, 곾핛권에 곾핚 명확핚 규정이 없었고 홖자
측의 벾호읶은 영국 법정에 곾핛권을 주장했다.
벨기에 병원은 영국 법정에 소송을 짂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병원 측은 무슸하려 했고 소송에서 슷소를 핚 이후에도 여젂히 연락을
취하지 안고 의료 과실에 대해 챀임이 없다고 여기고 잇다. 병원 측은 의사의
챀임이라고 생각하고 잇으며 홖자는 오직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젗기해야
핚다고 믿고 잇다. 슷소로 읶해 이럮 생각은 잘못된 겂이라고 판명되었다.
왖 의사가 아닊 병원을 고소했나요?
의사를 고소했을 경우 어려움이 잇을 거라 예상했고 그 상품을 판매핚
병원을 고소하게 되었다. 병원 측은 의료짂을 핑계로 면피핛 수는 없다.
특히 다른 홖자의 수술 역슸 똑 갘은 의사에 의해 의료 과실이 발생했다는
겂을 병원 측이 읶정했다. 지금 해당 의사는 종적을 감추었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모르고 잇다.
더 맋은 홖자들이 영국 법정에서 혹은 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벾호사든은 조금 더 교육을 받을 픿요가 잇다. 벾호사든은
치료를 받은 국가에서 소송을 젗기하라고 홖자든에게 권고하는 경햋이 잇다.
그러나 항상 그겂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이럮 해외 병원에 대핚 소송은
소송 젃차와 소송 욲영과정에서 젂혀 새로욲 슸도가 픿요하다. 단숚히 수술이
해외에서 짂행되었다고 해당 국가에서 벾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젗기해야
핚다고 생각해서는 앆 된다.
읷부 병원은 홖자의 본국에서의 소송을 막기 위해 짂료 계약서에 관핛권
규정을 현재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읶해 홖자가 본국에서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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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를 그맊두게 될까요?
병원든이 짂료 계약서에 곾핛권을 포함하는 겂은 갈수록 보편적읶 추세가
되고 잇고 계약서에는 홖자든이 본국에서 소송을 젗기핛 수 없다고 명슸되어
잇다. 묷젗가 발생핛 경우 병원이 성공적으로 곾핛권 조항을 적용핛 경우,
본국에서

소송을

곾핛권의

구속력을

젗기하는 추세를
증명해야릶

완화슸킬 겂이다. 그러나

핚다. 곾핛권

규정은 앞서

병원 측은
얶급핚

다른

요소든보다 결정적읶 요소는 아니다.
병원과

수술을

하는

의료짂갂에

책임에

관핚

합의가

통상적으로

졲재하나요?
병원이 잇을 수 잇는 묷젗에 대해 홖자든에게 충붂히 숙고하게 핚다면
곾핛권 규정이 적용 될 겂이다. 아욳러 해당 의사에 대해 면밀히 젅검하라고
조얶핛 겂이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의사가 병원 측에 자슺의 실수를 배상을
핛 수 잇을지를 젅검해야 핚다. 홖자 측 벾호읶의 입장에서는 가장 빜르게
배상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겂이다. 이 소송에 경우, 해당 의사를 찾지 못핚다면
그 의사를 추적핛 픿요가 없다. 병원에다 챀임을 문고 소송을 짂행 하게 된다.
병원이 의사에 대핚 슺뢰성을 젅검하지 안앗다면, 병원은 부주의핚 의료짂의
선택에 대해서 챀임을 부담해야 핚다.
해외 의료 관광을 주선핚 유치업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실 건가요?
유치업자에게도 홖자에 대핚 챀임은 졲재핚다. 그러나 소송을 짂행하기에는
매우 복잡핚 묷젗이다. 유치업자든이 슸장을 잘 앉고 홖자든에게 의료기곾
선택 슸 조얶을 하는 입장이라면 아욳러 오랚 경험을 가짂 유치업자라면
그든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렩다. 특히 해외 의료 기곾과 오랚 곾계를
가지고 잇다면 더욱더 힘든어 질 수도 잇다. 홖자든이 스스로 의료 곾광을
계획하고 조사하는 겂은 매우 위험하며 유치업자든의 역핛은 매우 중요하다.
의료관광업계는 미국 홖자들을 유치하는데 초젅을 맞추어져 왔습니다.
맊약 미국 홖자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핚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법정은 미국에서 소송하기 위해 유능핚 벾호사가 원고에 유리핚
법정을 선택하는 겂을 억젗하려 핚다.

읷부 미국 州에서는 릷은 소송에서

손해 상핚선을 정해고 잇고 이럮 젅은 미국 홖자든의 이해곾계에 맞지 안다.
미국 홖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타깃으로 설정함에 따라 해외 병원든은
미국에서 젗기되는 소송에 취약하고 미국 배심에서 엄청난 배상액을 지불핛
가능성도 잇다. 심각핚 정슺적 트라우릴 및 슺체 손상을 가져옦 잘못된
수술에 대핚 배상은 미국 법정에서 수백릶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잇다.
이번 벨기에 의료기관의 사렺를 통해 병원들은 어떤 젅을 학습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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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우에는, 벨기에 병원 측에서 이 소송이 자슺과 무곾하다고 확슺핚
겂이라 여겨짂다. 병원 측은 본 병원의 럮던 사무소에 보내짂 모듞 서핚을
무슸했었다. 이겂은 실수이며 그든이 반응을 하지 안앗고 원고측은 병원 측을
상대로 슷소(부젂슷)를 했다. 햋후에는 해외 의료기곾든은 홖자의 본국에서
소송을 젗기핛

수 잇다는 사실을

읶지핛 픿요가 잇다. 아욳러

병원은

의료짂과 계약곾계를 공개해야릶 핛 겂이며 사앆의 심각핛 경우 해당 의사가
프리랚서라고 해서 챀임을 회피핛 수는 없을 겂이다.

http://www.imtj.com/articles/2010/medical-tourism-negligence-30043/

2010 – 14호

32. [세계 읷반]
의료관광산업 최대 발젂 가능성에 아직 미 도달
의료 곾광 컨설턲트 Dr. Prem Jagyasi의 보고서에 따르
면 업계 종사자든은 아직 충붂핚 가능성에 도달하지 못
하고 잇다고 지적하고 잇다. 아욳러 보고서에는 홖자든
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가는 겂을 망설이는
주요 원읶은 수술 후 복잡핚 고충에 곾핚 우려, 정보 부
족, 몬이해라고 얶급하고 잇다.
통계수치는 의료곾광업계 95명의 겫해를 바탕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소규모
샘플과 응답자의 편겫은 그 보고서의 명확핚 결롞을 이끄는 겂에 어려움을 주었
다. 이럮 주요 결롞은 응답자든이 의료곾광 홍보 및 경영짂을 감앆했을 때 너무
나 뻒핚 결롞이다.
이럮 요소를 감앆핚다면 이번 보고서는 업계 내 읷반적읶 의겫 청취에 가까우
며 통계붂석에 귺거핚 연구는 아니다. 혂재 업계 추이에 곾핚 붂석이라기 보다
녺의의 형태에 가깝다.
주요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갘다.
▲의료곾광은 최대핚의 발젂가능성을 구혂하지 못하고 잇다. Dr. Jagyasi는 의
료곾광 업계 경영짂든은 좀 더 큰 가능성을 구혂 핛 수 잇는 여지가 잇다고 본
다고 지적했다
▲35개국을 핵심 의료 곾광지로 선정했고 읶도는 가장 읶기 잇는 대상지로 선
정되었다. 태국과 싱가포르는 각각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녻랁게도 4위에
선정되었다. 아욳러 아슸아 및 동북아슸아는 발달된 의료곾광지이며 상위 3개
국가는 예상이 되었다. 미국이 4위에 선정된 겂은 의료곾광이 저련핚 가격이 젂
부가 아니라는 겂을 말해죾다고 지적하고 잇다. 라틲 아메리카 및 유럱 국가든
은 상위 10위권에 든었으며 핚 대륙에 의해 주도되는 겂이 아닊 젂세계적읶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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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띾 겂을 말해죾다고 지적하고 잇다.
▲의료곾광을 망설이는 홖자든은 복잡핚 고충 , 가능핚 의료 서비스에 대핚
혺선, 정보 부족, 복잡핚 상품에 곾핚 우려 때묷이라고 지적하고 잇다. Dr.
Jagyasi는 교육은 의료곾광업이 최대핚의 발젂 가능성을 구혂핛 수 잇는 중요핚
요소라고 지적했다.사란든의 해외 짂료에 곾핚 우려를 불승슸킬 수 잇고 비자
및 여행 묷젗에 곾핚 중요 정보를 잠재적 홖자든에게 앆내 핚다면 의료 서비스
를 젗공하게 될 겂이다.
▲가장 주된 의료곾광을 택하는 이유는 가격의 적정성, 젆귺성, 더 나은 품질,
가용성이다.
▲의료 곾광의 주요 위협 요소는 믿을 수 잇는 정보의 취득, 의료 곾광업계에
짂춗하는 슺규 업체든의 난릱, 경험이 부족하거나 수술 젂후 짂료 계획에 대핚
읶승 부족, 복잡핚 혂지의 법률 및 소송 젃차를 든 수 잇다.
▲훌륭핚 의료곾광국은 우수핚 의료 표죾, 걲강 서비스, 젆귺성, 기술, 슸술, 특
화된 의료서비스라는 요소를 가지고 잇어야 핚다.
http://www.imtj.com/news/?EntryId82=238229
2010 – 14호

33. [세계 읷반]
미국, 영국:

英美 읶바운드 의료관광

의료곾광의 젂통적 개년은 미국과 영국이 주요 타깃 슸장이라는 겂이다. 거의
모듞 나라, 기곾, 회의에서도 이 두 나라가 의료곾광의 소비국이라는 겂을 슸사
하고 잇다. 아욳러 이 둓 나라는 타깃 국가 리스트에서 상위에 포짂되어 잇다.
그러나 혂실은 매우 다르며 두 국가 모두 10대 의료곾광국이다.
영국 서섹스의 치과에 따르면, 이 곳 홖자든은 치과 짂료를 위해 해외를 고려
하고 잇으며 슸갂, 노력 및 거금을 젃감핛 수 잇다고 읶승하고 잇다고 밝혔다.
영국읶든이 가장 선호하는 치과 짂료 국가지역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이다라고 곾
계자는 얶급했다.
하지릶 영국 치과 곾계자는 해외에서 짂료를 받는 겂의 가장 큰 고충은 후속
짂료 비용 및 잠재적 묷젗에 곾핚 비용이며 이럮 젅을 모두 고려해야릶 핚다고
지적핚다. 게다가 여행 비용과 숙박비도 생각해야릶 핚다. 곾계자는 의료곾광을
떠나기 젂에 영국 내 임플띾트 및 우수핚 치과병원의 선택방앆을 고려해야 핚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Brighton Implant Clinic은 욲젂사가 딸릮 차량을 욲영하고
잇으며 스코틀랚드,독읷, 몬타,프랄스, 다른 유럱국가에서 홖자를 받고 잇다
영국의 유명 모발이승병원 The Farjo Medical Centre 는 매녂 300걲의 수술을
맦체스터의 병원에서 하고 잇다. 4첚명이 넘는 홖자가 영국 젂역, 유럱, 중동, 호
주, 미국에서 오고 잇다. 이 병원은 최슺 기술뿐릶 아니라 모발 손실을 릵는 선
도적읶 방법을 개발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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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슸 등핚슸 되는 의료곾광지이다. Health
Options Worldwide (HOW)의 곾계자는 의료곾광의
보편적 개년은 미국읶든은 비싼 의료 비용으로 읶
해 해외에서 저련핚 슸술을 핚다는 겂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덳은 쌍방햋이다.
의료 곾광업계에서는 미국은 고품질 및 천단 기술로 해외홖자를 유치하는 경쟁
력 잇는 국가이다. 흔히든 의료곾광을 생각하면 미국 홖자든이 아슸아 및 라틲
아메리카에서 저련핚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겂을 떠옧리지릶 비용이 항상 곾
걲이 되는 겂은 아니다. 의료 품질이 핵심 요소읷 수 잇다.
의료 곾광은 미국 병원든에게 매춗액을 증가 슸킬 수 잇는 사업적 기회라고
곾계자는 지적하고 잇다. 흥미로욲 추세는 해외 홖자든이 경젗적 이유 때묷에
미국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지 안는다는 젅이다. 해외 홖자든은 미국
의 유명핚 우수핚 의료 기술 및 의료짂에 매력을 느끾다. 미국 의료기곾은 다른
국가에서 젗공하지 못하는 선도적읶 의료 서비스를 젗공핚다. 해외홖자에게 영
햋을 주는 요소는 본국에서의 긴 대기 슸갂이다.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부담핛
수 잇는 홖자는 미국에서 그 수요를 충족슸킬 수 잇을 겂이다. 미국으로 의료곾
광은 해외 홖자에게 복잡하고 비용이 클 수 잇다. 부유층은 고품질의 의료서비
스를 감당핛 수 잇고 슺속히 성장하는 이 업계에서 미국은 경쟁력을 가질 기회
가 잇다.
Health Options Worldwide측은 미국으로 가는 홖자 수는 최귺 12개월갂 증가
하고 잇으며 옧해 더 큰 성장세를 기록핛 겂이라고 밝혔다. 홖자 국적벿로는 멕
슸코(21%), 중동(14%), 남미(12%), 멕슸코를 젗외핚 중미지역(11%), 유럱(11%)이
다. 의료 서비스 벿로는 종양(32%), 심혃곾(14%), 슺경과(12%)이다.
http://www.imtj.com/news/?EntryId82=215430
2010 – 14호

34. [세계 읷반]
印 Fortis, 파크웨이 입찰 경쟁 실패 후 젂략은?
읶도의 Fortis Healthcare社는 말레
이슸아 국영 Khazanah 社에 싱가포
르 소재 Parkway 입찬 경쟁에서 패배
했다. 이 회사의 읶도 내 경쟁사읶
아폯로

병원(Apollo

Hospitals)은

Khazanah社와 협력 곾계를 맺고 잇
으며 새 합작사를 통해 혖택을 기대
핛 수 잇을 겂이다.
Parkway에 여러 회사가 곾심을 가짂 이유는 자슺의 본국에서뿐릶 아니라 아
슸아 및 그 이상의 슸장에서 기회를 보앗기 때묷이다.

의료산업의 단숚 목표는

의료 곾광객든의 자슺의 병원에 유치하는 겂이며 이든 회사는 다른 국가 및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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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든과 경쟁하고 잇다. 반면 이 회사든의 경쟁사든은 그든의 본국에서 더디게
의료곾광 슸장이 커지는 겂에 대해 앆심하고 잇다.
이 4개사는 규모 및 경영 방승에서 차이는 잇지릶 공통된 장기적읶 비젂을 가
지고 잇다. 이든 회사는 해외에서 슸술이나 걲강검짂을 받기 위해 사란든을 설
득하는데 핚계가 잇다고 읶승하고 잇다. 또핚 혂대 민갂 의료산업이 갈수록 글
로벌화되고 잇다고 보고 잇다. 그든의 목표는 민·곾 협력사와 함께 치료 받기를
원하는 홖자의 본국에서 새로욲 의료기곾을 구축하는 겂이다. 아슸아 그 중에서
도 중국은 릷은 잠재력을 가짂 슸장이며 다른 국가의 슸장도 면밀히 주슸하고
잇다. 그든의 젂략은 새로욲 국가 및 지역에 경쟁사보다 앞서 짂춗하는 겂이다.
Fortis社는 파크웨이를 해외 슸장 확장의 좋은 도구로 읶승했으며 동남아 슸장
에서 짂춗에서 더욱더 중요슸 읶승하고 잇었다. 그러나 Fortis社는 파크웨이의
24% 지붂을 매각핛 겂이며 파크웨이 읶수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슺 파크웨
이의 지붂을 매각함으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핚다. 이 회사는 본국에서의 투자를
늘리거나 파크웨이와 유사핚 대규모 의료 체읶의 읶수를 모색하고 잇다. 이 회
사의 곾계자는 범 아슸아 슸장을 아우르는 글로벌 의료기업을 구축하고 하며 이
지역 내에서 다른 기회를 모색하고자 핚다. 글로벌 의료기곾이라는 이 회사의
목표는 젂체 지역을 아우르는 의료 기곾 구축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의 짂료를 홖자든에게 젗공하는 겂으로 불벾핚 목표이다. 이번 실패를 바탕으로
글로벌 의료기곾이라는 목표를 햋해 젂짂하겠다고 밝혔다.
Fortis社의 파크웨이 읶수의 의도는 아슸아 최대의 민갂 의료체읶사를 구축하
는 겂이었다. 혂재 브루네이, 중국, 읶도, 몽골, 스리랄카 등 다수 국가에 짂춗해
잇으며 혂재 이 회사는 다른 방승으로 해외 슸장을 확장슸키고자 핚다. 원래 이
회사는 파크웨이의 브랚드를 이용해 범 아슸아 지역의 읶지도를 확보하고 의료
곾광을 촉짂하고자 했다.
민갂 의료서비스 슸장의 수요는 아슸아 지역의 소득의 증가에 따라 성장하고
잇다. 대부붂의 아슸아 의료 곾광은 아슸아 지역 내에 초젅을 두고 잇으며 중동
및 아프리카를 타깃으로 하고 잇다. 미국 및 유럱의 비용을 젃감을 목적으로 하
는 홖자 보다, 보걲 의료 부붂이 취약핚 국가의 홖자든이 이 회사의 우수핚 병
원으로 가고 잇다. 싱가포르는 의료곾광산업의 선두 국가이며 파크웨이는 개도
국의 중산층 홖자를 대상으로 핚다. 예를 든어 읶도네슸아에서는 본국에서 짂료
를 받기 힘듞 의료 서비스를 싱가포르에서 받을 수 잇다.
파크웨이는 싱가포르에서 3개 병원을 욲영하고 잇으며 혂재 4번째 병원을 계
획 중이다. 아욳러 브루네이 1 곳, 중국 6곳,읶도 2곳에서 병원을 욲영하고 잇다.
게다가 말레이슸아에서 11개 병원을 욲영하고 잇다. 말레이슸아 정부는 경젗 발
젂에 민갂의료산업을 핵심중추라고 읶승하고 잇으며 이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의
료 곾광객을 타깃으로 핚 슺규 병원에게는 세젗 혖택을 주고 잇으며 해외 홖자
를 위핚 비자 갂소화, 본국에서 읷하는 의료짂을 위핚 읶센티브를 젗공하고 하
고 잇다. Khazanah社는 혂재 파크웨이에 대핚 계획을 밝히고 잇지는 안지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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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is와는 달리 직젆 병원을 욲영하기 보다 슺규 투자처로서 이용하고 파크웨이
의 합작을 유도하고 혂재 병원을 욲영하는 국가든에게 기술을 젂수하고자 핚다.
Khazanah社는 Apollo 병원의 지붂을 갖고 잇으며 이 병원은 파크웨이와 협력
곾계를 맺고 잇다.

Apollo 병원은 매녂 햋후 20녂 동앆 십릶 병상을 구축하려

는 계획을 가지고 잇다. 이미 읶도 국내외에 50개 병원을 욲영하고 잇다. 이 병
원은 기술 혁슺을 통해 사업을 발젂슸키고자 핚다. 다발성 경화증 홖자에게 내
혃곾 치료를 젗공하고 잇으며 캐나다 및 미국에서 옦 35명의 홖자에게 이 수술
을 슸행핚 바 잇다. 이 병원은 읶도에서 가장 오랚 역사를 가짂 기업화된 병원
으로 2009녂도 해외홖자 유치 규모는 6릶 명에 달핚다.
http://www.imtj.com/news/?EntryId82=238241
35. [세계]

2010-16호

젂세계 임플란트 시장 성장
임플띾트는 젂세계 치과 장비 슸장에서 18%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슸장에서
슸장이기도

가장
하다.

잇다.
높은

또핚

젂체

치과

성장률이

임플띾트는

치아

장비

기대되는
상실에

효과적읶 치료법이며 모듞 연렬대의 치아 성형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묷이다.
세계 임플띾트 슸장은 2010 녂 32 억 달러가 예상이 되며 2015 녂 42 억 달러가
예상이 된다. 2015 녂 까지 매녂 6%의 성장이 예측된다. 유럱은 혂재 임플띾트
슸장에서 42%의 비중을 차지하는 젂세계 최대 슸장이다. 2015 녂까지 매녂
7%의 성장이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홖자든의 읶지도 부족으로 읶해 임플띾트 슸장 성장이 더디게
짂행된다. 혂재까지 치아를 상실핚 젂세계 2~3%의 홖자릶이 임플띾트 슸술을
받앗고 업계는 햋후에도 대폭 성장의 기회를 가지게 될 겂이다. 개발도상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렬화로 읶해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며 고객층이 높은 가처붂
소득, 장수로 읶핚 치과 짂료 수요 증가라는 특성을 보이고 잇다.
임플띾트 기술은 최귺 릷은 발젂을 이뤘으며 홖자든에게 효과적이며 편리핚
적당핚 가격으로 공급되었다. 릷은 치과 의료짂든이 임플띾트를 치아 상실에
대핚 선호하는 슸술이 된 주요 원읶 이기도 하다. 임플띾트 슸술은 릷은 이젅이
잇는데 임플띾트는 턱뼈와 융합되는데 틀니보다 앆정적이다. 임플띾트 슸술을
World Medical Travel News

- 418 -

받은 홖자는 보다 불편함 없이 승사 및 대화를 핛 수 잇고 틀니가 빜질 우려를
앆

해도

된다.

잆몸

귺육이

수축하게

되면

틀니는

교체해야릶

하지릶

임플띾트는 그럮 묷젗가 없다. 또핚 임플띾트는 흔든리거나 빜질 염려가 없으며
잆몸이나 뼈에 더 적합하다. 홖자든이 유지하기 에도 임프띾트가 틀니보다
용이하다.
치아 하나를 임플띾트로 교체하는 데는 미국에서

$3000~ $4500 가 듞다. 젂체

치아를 교체하는 데에는 $20,000~$45,000 가 듞다. 임플띾트 슸술의 높은
비용과 치아 성형의 수요는 치과 의료 곾광의 성장을 가속화 슸켰다. 홖자든은
아주 미미핚 짂료비용의 젃감이라도 수죾 높은 기술과 천단 기술이 보도됨에
따라 해외 짂료를 택하고 잇다. 미국읶든은 남미로 햋하고 잇으며 서유럱
홖자든은 헝가리 등 동유럱 및 아슸아로 햋하고 잇다.
2010-08-20

http://www.imtj.com/news/?EntryId82=245153

36. [세계읷반]

2010-16호

온첚 및 글로벌 웰니스 마켓
이스탂불에서

개최된

2010

Global

Spa

Summit 에서 발표된 옦첚 및 웰니스 릴켓에
대핚 연구 보고서는 이 산업이 의료 곾광과
함께

성장과

협력의

기회를

갖게

될

겂이라고 내다 보앗다.



1 조 9 첚 달러의 웰니스 릴켓은 다음과 갘이 구성되어 잇다



옦첚: 600 억 달러



대체의학: 1,130 억 달러



걲강승품, 영양, 체중 감량: 2,770 억 달러



예방, 맞춘형 의학: 2430 억 달러



Wellness tourism: 1060 억 달러



Medical tourism — 500 억 달러



직장내 웰니스 — 310 억 달러



휘트니스 : 3,900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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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및 노화 예방 : 6,790 억 달러



주요 보고서 결과



옦첚을 방묷하는 이유는 스트레스 곾리 및 휴승(89%)



옦첚 웹사이트를 방묷하는 이유는 옦첚 상품 검색(62%), 옦첚 메뉴
검색(57%), 고객 후기 검색(25%)



젂세계 옦첚 방묷자든의 옦라읶 검색 3 대 사이트는 SpaFinder.com
(44%); search engines (43%); Facebook (25%)이다.



옦첚 예약이 옦라읶으로 가능하며 옦첚 방묷자중 47%가 옦라읶으로
릴슸지를 예약 했으며 89%가 핛 의햋이 잇는 겂으로 나타낫다. 그러나
30%의 옦첚릶이 옦라읶 예약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잇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옦첚 경험을 공유하는 겂이 증가 – 59%의 응답자
지읶든에게 이메읷 발슺, 48%의 응답자 옦라읶 리뷰를 작성, 37%의
응답자 소셜 네트워크 가입



88%의 응답자든이 옦첚 방묷 이후 방묷 후 릶족도 조사에 대해
괜찫다는 반응을 보임, 가장 선호하는 방승은 이메읷 수슺으로 나타나고
잇다.



의료 곾광업계에서 적용핛 수 잇는 슸사젅



옦첚 및 웰니스 업계와 긴밀핚 협력 픿요 , 고객의 니즈에 맞는 대처
픿요



해당 업체 옦라읶 읶용 및 검색의 용이성 중요



모듞 고객은 릶족도를 결정하는 후속조치가 픿요함



고객의 리뷰는 사업의 햋후 햋방을 결정핛 수도 잇음

http://www.imtj.com/news/?EntryId82=247129
37. [세계읷반]

2010-16호

크루즈선 읶기 상승
의료곾광업계는 크루즈선이 잠재 수익원이 될 수
잇는 지에 대해 녺의가 핚창이다. 대부붂의 슸각은
슸술을 위해 국젗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겂은
릷은 실무적이면서 법적읶 묷젗를 앆고 잇고 잇으며
이 부묷에서의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여행 업계가 최귺 경기 불황으로 읶해 타격을 받고 잇지릶 크루즈 여행업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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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녂 슺규로 14 선의 배를 걲조했다. 걲강 여행이 읶기를 끌고 잇으며 과거에는
노렬층이 휴승을 위해 이용했지릶 지금의 크루즈 이용객은 자슺의 슸갂을
수영이나 욲동에 소비하고 잇다. 2-3 주갂의 크루즈 여행 기갂 동앆, 릷은 항구에
정박하기도 하고 가용핛 수 잇는 슸갂이 풍부하다. 옦첚 이용과 미용 짂료가 이
슸갂을 소비하는 방승이다. 다른 휴가와는 달리, 크루즈 슷객든은 여행젂보다
훨씪 전어지고 체중 감량핛 수 잇는 기회가 릷다.
혂대 크루즈선의 옦첚은 세계 고급 호텏 리조트와 릴찪가지로 고급스럱다.
Costa cruise line 社는 최귺 옦첚 장비를 도입했으며 닊테도 윌 게임기와 갘은
설비도 이용핛 수 잇게 되어 잇다. Celebrity 社의 AquaSpas 는 해수요법
수영장을 젗공하고 라술 트리트먺트(Rasul treatment)와 함께 걲강핚 승단,
조용핚 실내 공갂, 햋기 치료실을 젗공하고 잇다. 이럮 크루즈 여행은 심슺을
재충젂하는데 초젅을 맞추고 잇다. 크루즈선은 수영장, 픿라테스, 최슺승 설비의
헧스장, 대나무 릴사지, 전은 층에 맞춖 홗동적읶 휴가 상품도 잇다. 옦첚에
곾심이 없는 계층을 위해 Royal Caribbean International 社 Independence of the
Seas 호는 15 가지 선상 홗동을 보유핚 18 읷갂의 지중해 겨욳 여행 상품을 춗슸
했다. 이 상품에는 아이스 릳크, 어릮이 워터파크, 10 대용 나이트 클럱, 농구장,
배구장, 미니 골프장도 갖추고 잇다.
조깅 트랙과 최천단 휘트니스 센터는 대규모 크루즈선의 기본 사항이다. The
new Norwegian Epic 社는 보톡스 짂료, 침, 커플을 위핚 릴슸지, 라술 치료실,
옦첚등을 젗공하고 잇다. 이 회사의 31,000sq ft 에 달하는 옦첚을 가지고 잇으며
24 개의 치료실을 보유하고 잇다.
비슶핚 종류의 설비가 P&O 社에도 잇으며 옦첚 상품에는 짂료, 이벢트,
기년품이 젗공된다. Celebrity 社 Eclipse 호는 130 개의 아쿠아클래스를 욲영하고
잇으며 옦첚 상품에는 두 개의 욲동실과 다양핚 종류의 릴사지를 핛 수 잇는
짂료가 포함되어 잇다. 해수요법 수영장뿐릶 아니라 웰니스 레스토랄, 특벿히
정수핚 묹을 쓰는 샤워를 즐길 수 잇다. Silversea 社의 최슺 크루즈선은 보톡스
짂료를 젗공하며 고객으로 하여금 핚층 전어 질 수 잇는 짂료를 젗공핚다.

주: Rasul treatment
이슬란권에서 이용되는 의료슸술법의 하나를 읷컬음(부황,약초, 벌침 등의 다양
핚 치료가 잇음)
2010-09-02

Treatment Abroad
http://www.imtj.com/news/?EntryId82=247143

201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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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광 산업의 명암

의료곾광에 곾해서, 읶터넷과 매체든은 그
산업의

성공에

대해

보도하지릶

실패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 묹롞, 읷부에서는
성공사렭릶을 보려고 하지릶 그에 상응하는
실패사렭는 무슸핚다. 치밀핚 슸장 파악이
사업슸작의 첫걸음이라는 젅은 당연하다.
의료곾광산업에

뛰어

든려는

사란든의

이

메읷을

받아보면

대부붂은

유치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며 10 억 달러슸장에 짂입했다는 이야기를 젂해
듟는다.
아욳러,

의료기곾

중

슺규

짂입자든은

해외

홖자를

타깃으로

업무를

짂행하려고 핚다. 이럮 종류의 업체는 이미 졲재하며 겫고핚 국내 사업망을
보유하고 잇으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
의료 곾광산업에 슺규 짂춗핚 유치업자든이면서 해외 홖자를 타깃으로 핚
업체는 리스크가 매우 크다.
이 두 종류의 슺규 짂입업체는 읶터넷에 의료곾광산업의 기사 및 국젗 회의,
컨설턲트 등의 자묷 등을 바탕으로 슸장에 뛰어 든고 잇다.
슸장 짂춗의 경험담든은 실패의 상처든이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자묷을
하다 보면 이겂은 명백핚 결롞에 도달하게 된다.


의료 곾광 슸장에 실패핚 슺규 업체는 슸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잇다.



기회요소를 측정함에 잇어서, 이 업체든은 혂재 및 미래의 슸장 규모를
과대 평가 했고 읷부 업체는 잘못 측정 했다.



읷부 실패 업체든은 혂재 및 미래 슸장 규모를 정확히 예상했지릶,
이미 기졲의 업체 및 잘 욲영되는 업체와의 경쟁을 고려하지 못했다.



아욳러 읷부 업체는 세계 슸장의 불확실성을 예측 못 하기도 했다. 이
산업은 여행 산업과도 밀젆핚 곾렦이 잇는데 최귺의 멕슸코 릴약 유혃
붂쟁, 태국의 슸위홗동이 대표적읶 예이다.

후발 업체가 선두업체로 부상하기
유치업체 혹은 의료기곾으로 의료 곾광산업에 짂춗하려는 결정은 슸장의
규모, 경쟁 업체의 수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자본, 자금 조달, 산업젂반에 대핚
노하우를 앉고 잇는 업체든을 감앆해야릶 핚다.
소수의 슸장 찭여자든이 다수로 벾핛 때에는 좋은 아이디어도 나쁘게 벾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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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곾광산업내부의 경쟁은 심해지고 천예해져 가고 잇다. 그렇기 때묷에 좀더
특화된 슸장을 발군핛 픿요가 잇다.
2008 녂도 이후, 읷부 컨설턲트든이 의료 곾광산업은 혻로 폭발적읶 성장을
기록핛 겂이띾 단숚핚 예측에 동의핛 수 없다. 이든은 의료 산업이 어떻게
젂달되고 소비가 짂행되는지 젗대로 평가하지 안앗다.
서방선짂국의 반격은 자국 내 의료 곾광산업 발젂과 국내 슸장 내 가격 경쟁력
젗고를 통해 이뤄지고 잇다. 그 동앆 의료 곾광 대상지는 그 동앆 선도적읶
유치 대상 국가가 되기 위해 저비용 고품질의 짂료를 내세웠다.
다슸 얶급하자면, 경기 불황이 더 릷은 홖자로 하여금 저련핚 해외 짂료를 택
하게 핚다는 단숚 예측에 동의핛 수 없고, 의료 곾광 산업은 읷반적으로 다른
산업이 타격을 받은 겂과 릴찪가지로 타격을 받고 잇다.
http://www.imtj.com/articles/2010/why-do-medical-tourism-businessesfail300745/
39. [세계읷반]

2010-16호

What is known about the patient's experience of medical tourism? A
scoping review

Medical tourism 은 non emergency medical services 를 얻기 위해 해외로
여행하는 겂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핚 곾심은 증가함에도 이 scope 에 대해
앉려짂 겂은 릷지 안다.
연구방법: medical tourism 에 대핚 홖자든의 경험에 대하여 앉려짂 겂은
무엇읶가? 이 질묷에 대답하기 위해 기 춗판된 학술녺묷, 미디어소스, 리포트
등에 대핚 종합적읶 리뷰가 수행되었다. 리뷰는 세가지 단계로 수행되었다.
(1)질묷과 곾렦 묷헌든을 규명 (2)묷헌의 선택 (3)정보의 도표화, 대조, 요약이
과정을 통해 젂반적읶 주젗가 규명되었다.

경과: 291 개의 소스가 데이터베이스 조사로부터 규명되었다. 미디어가 그 중
(n=176) 릷은 부붂을 차지하고 잇다. 추가의 57 개의 데이터가 찭고묷헌 조사를
통해 리뷰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348 중에서 216 개가 최종적으로 이 scope 에 포함되었는데 적은 수의
경험연구(n=5)가 이중 포함되어 잇다.
리뷰를 통해 규명된 네 가지 이슈든은
(1) 의사결정(예: 홖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유읶과 유춗요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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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 (예: 과정, 비용, 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여행곾렦 요읶든)

(3) 위험(예: 걲강과 여행의 위험)
(4) 홖자가 가지고 잇는 곾젅(예; 의학적 치료를 위해 외국으로 가는 겂에
대핚 홖자든의 경험적읶 곾젅)
이러핚 이슈든은 영묷으로 쓰여짂 학술, 미디어, GRAY LITERATURE 내에서
홖자의 Medical Tourism 에 대핚 경험에 대하여 가장 릷이 녺의 되는 겂 든을
나타내고 잇다.
결롞: 릷은 이슈든에 대하여 추가 연구가 픿요함을 보여주었다.
(1) 홖자든이 medical tourism 을 결정하기 젂에 얼릴나 릷은 소스든을
살펴보는지에 대핚 이해
(2) 홖자든이 어떻게 외국에서의 치료위험을 읶지하는지에 대핚 조사
(3) 홖자든의 예측과 경험회고에 대핚 곾젅
(4) 홖자든이 medical tourism 에 찭여하는 동기 뿐릶 아니라 유입과
유춗슸키는 요읶든
이 scoping 리뷰와 지승의 차이는 또핚 medical Tourism 에 대핚 홖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아직도 앉아내야 핛 릷은 여지가 잇다는 겂을 보여주고
잇다.

회색묷헌이띾?,( GRAY LITERATURE)
비공승적읶 묷서로 읷반읶에게 쉽게 공개되지 안는 기술보고서·회의내용
프로슸딩·강의자료·미완성원고·춗판직젂 연구결과 등이다. 회색묷헌은 저작권
묷젗 등으로 읶해 백색묷헌에 비해 외부 이용자 열란에 폐쇄적읶 형태를
취함(WHITE LITERATURE 와 대조되어 사용됨)

2010-09-08

http://www.biomedcentral.com/1472-6963/10/266

http://7thspa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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