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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특정 지역의 의료환경 여건은 환자들의 흡입과 배출을 촉진하는 
공간적인 속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의료를 매개로 
한 지역 간 인구이동 뿐만 아니라 환자집단의 사회·문화적 특징과도 
연관된 복합적인 현상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날의 국제의료관광 현상은 의료서비스의 공간적인 범위확장과 이에 
따른 환자들의 초국적 이동이라는 점에서 지리학적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의료지리학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의료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공간적 불평등과 국제적인 범위로의 진료권 확장은 이
와 같은 신종 의료이동 형태의 새로운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극동지역 러시아인 중 방한 의료관광객
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낙후된 의료환경과 이에 따른 해외로의 
진료권 확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의료환경과 보건상
의 취약성을 가지는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이다. 이는 체제변환에 
따른 국가 전반의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 극동지역이 가지는 지리
적인 조건과 상위 도시로의 물리적인 접근제약에서 그 근본적인 원
인을 찾을 수 있다. 더욱이 낮은 평균수명에 기인한 건강에 대한 관
심증대와 경제성장에 따른 고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는 해
당 지역의 의료환경을 더욱 신뢰하지 못하는 풍조의 확산과 불만족
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환자들로 하여금 해외이동을 유발하
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소득 이
상의 구매력을 갖춘 환자계층은 자국의 의료환경을 벗어나 인접국
가의 상급의료기관에서 적합한 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
다.



  둘째,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하는 극동지역의 러시아 환자들은 
그 수요의 측면에서 특수한 성향을 보인다. 대다수의 선진국을 포함
한 방한 의료관광객들이 경증의 시술 내지 휴양과 휴식을 위주로 
한 웰니스 관광에 비중을 두는 반면,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에게서
는 관광의 속성이 다수 배제된 순수한 의료목적의 이동성향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대도시 위주의 공
간을 점유하는 형태에서는 특정 공간이 주는 신뢰감과 안정성에 기
인한 결과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밖에도 러시아 극동지역 환자들
이 보이는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강한 선호는 거주 지역 내 고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지리적 특성에 기인한 자국 내 
상급진료의 제한을 공간을 달리하여 보상받는다는 측면에서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
  셋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낙후된 의료환경과 러시아 국토가 가지
는 도시 간 이동의 지리적 한계성은 환자들로 하여금 해외로의 진
료이동을 유발하는 배출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들이 
차선의 진료권으로 설정하고 진료이동을 감수하는 목적지의 흡입요
인은 지리적인 근접성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다만 환자 자신의 신체
와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선택 국가에 대한 인상과 선입관을 포함
한 심리적인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이는 곧 지속적인 방문과 국경을 초월한 극동지역 러시아 환
자들의 초국적인 진료권 확장으로서, 여행을 겸비한 의료관광객이나 
일회성 환자와는 차별화하여 고려되어져야 한다. 때문에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의 대규모 방한 현상은 물리적인 접근성을 토대로 특
정 지역 환자들만이 가지는 심리적인 친화도 면에서도 충분히 다루
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 세계가 지역화 되는 추세이
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있어서도 시·공간의 단축과 환자들의 공간적
인 개념 확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동안 국가 내로 한정되었던 의



료서비스의 범위 역시 다국적 환자를 유치하는 대형 의료기관의 경
쟁적인 등장과 함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환자들
의 자국 내 의료시설을 고집하는 고정관념의 해체와 합리적인 선택
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대중적인 현상인 
의료관광의 틀 안에서 자칫 간과할 수 있는 ‘관광객’이 아닌 ‘환자’
의 이동현상을 다루는데 의미를 두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속성을 
바탕으로 공간적인 현상과 결부하여 지리적인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의료환경, 러시아 극동지역, 진료이동, 배출·흡입요인
  학  번: 2011-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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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오늘날의 의료서비스는 근거리 위주의 공간을 기반으로 삼았던 

근대의 진료행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

어 환자들의 공간적인 개념은 확장되었으며, 지리적 제약 역시 상당

수 완화되었음이 사실이다. 과거 일정한 범위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달리, 현대에는 일정 수준의 거리

를 더 이상 지리적인 제약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다. 물론 근대에도 

일부 대도시에 위치한 종합의료시설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진료를 

받기 위한 장거리 이동감행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는 소수

에 불과하였으며, 오늘날과의 차이는 모두 자신의 거주 지역 또는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찾

을 수 있다. 더욱이 해외로의 진료이동은 일부 상류계층이나 난치병 

환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특수한 사례였다.

  
  이렇듯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범위의 국가 내 의료서비

스(national healthcare service)1)는 1990년대 말 이후 교통과 정보

통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Connell, 

2006). 환자들은 이를 계기로 해외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의료서비

스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질병과 선호가 적

극 반영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환자는 

정부가 규제하는 자국 내 의료서비스 뿐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최적

의 의료환경을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다(조찬호 외, 2010: 2). 

  근래에 들어와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1) 일반적인 자국 내 의료서비스를 통칭하는 의미로서, 영국의 보건의료제도(국민
보건서비스, NHS)를 뜻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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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최근 그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제 일정소득 이상의 계

층이나 특정분야의 우수한 진료를 받기위한 환자들은 더 이상 자국

이나 지역 내의 의료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의료서비스의 공

간적인 범위도 지역 및 국가단위에서 글로벌한 단계로 확장되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교통 및 통신의 발달이 크게 기여하였으며, 

관광연계 및 휴양을 겸한 의료관광객의 증가가 국경을 넘는다는 부

담감을 상당수 완화시켜 주었다(Deloitte, 2008). 

  
  국내에도 이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서울과 일부 대도시를 중심

으로 한 해외환자들의 발걸음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공식적으로 환자들을 

홍보·유치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법무부의 의료관광비자

(Medical Visa)2) 도입으로 인해 치료를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국인

들의 집계와 입국절차 역시 매우 간단해졌으며, 매 년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환자는 다국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2008년도 대비 2010년 방한 

의료관광비자 발급건수가 18배 증가하는 등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준다.3) 방대한 러시아 국토 특성상 유럽에 속한 서부 러시아 

지역은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서부유럽국가 또는 중동지역으로

의 이동현상을 보이나, 그 정반대편에 위치한 극동지역의 수요자들

은 대부분 우리나라 내지는 동남아시아 등의 인접국가에서 흡수하

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병원과 협정을 맺고 교류하는 러시아 의료

기관의 대다수도 극동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 이은 

2)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사업의 시행 이후로 외국인 환자의 입국편의를 위해 전
용비자(의료관광비자, Medical Visa)를 신설하였다. 발급대상은 의료법상 외국
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의 초청으로 의료기관에서 진
료 또는 요양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환자 및 간병 등을 위해 동반 입국하는 배
우자 또는 가족을 지칭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a: 21)

3) 한국관광공사, 2012년 기준 블라디보스톡지사 연간 성과 보고서, ‘극동러시아   
및 시베리아 지역 신규 방한 의료시장 개척 사업’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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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관광시장의 실질적 수요지역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극동지

역과 우리나라와의 의료적 교류, 러시아인들의 대규모 방한현상은 

분명한 사회·지리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오늘날의 의료

관광현상 중 자국 내 특성과 지리적인 이점을 고려해 초국적 진료

이동을 하는 러시아 극동지역 환자들의 의료관광 행태를 알아보고

자 한다. 그 중 의료관광을 함에 있어 지리적인 요소가 미치는 영향

력과 환자 개인의 심리적 기호가 물리적 이동에 반영되는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며, 동시에 의료환경 낙후성과 불신이 환자들의 국제 

의료관광을 촉진하는 공간적 배출요인(spatial push factors)으로 작

용한다는 점에 주목, 대중적인 의료관광 형태와 대비되는 러시아인

들의 의료관광 특성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구수행을 위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전반적인 의료환경과 극동지역만의 특수성을 전제

로 한 국제의료관광의 배출요인을 수요국 입장에서 밝히도록 한다.

 
  둘째, 보편적인 의료관광 동향과 차이를 가지는 러시아 극동지역 

환자들만의 의료관광 형태와 특징을 분석하며, 이들의 국내 의료관

광 실태에 대해 조사한다.

  셋째,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의료관광의 특수성과 

그 원인을 밝히고, 최종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우리나라가 가지는 흡

입요인(pull factors)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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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방한 러시아 의료관광객에 관한 조사

로서 어떠한 원인으로 우리나라를 최종목적지로 선정하고 방문하는

지에 관한 이동원인 규명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의

료적 교류가 잦은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연구지역으로, 그리고 그들

이 입국해 의료관광을 하는 국내의 특정 도시들을 선별하여 사례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을 연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가) 연구지역

  보건복지부 통계4)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하는 주요 의료관광 수요

국들을 크게 두 지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과 캐나

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이며, 두 번째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

이다. 다만 북미권의 경우 해당 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한인교포나 

주한 미군 그리고 국내거주 외국인 이민자가 다수 포함되어 집계된 

수치로서, 실제 해당지역에서 한국으로 진료이동을 하는 순수한 의

료관광객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동북아시아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전형적인 지리적 근접성에 

기인한 순수한 초국적 이동현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이에 포함되며, 이들 중 특히 중국과 일본 두 

나라는 유사한 문화권과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 의료관광의 최종목

4) 2011년도 방한 의료관광 상위 6개국: 미국 27,506명(27.0%), 일본 22,491명(22.1%), 중국 19,222명
(18.9%), 러시아 9,650명(9.5%), 몽골 3,266명(3.2%), 캐나다 2,051명(2.0%).(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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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로서 한국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아시아지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민족적 이질성을 가진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앞서 

명시한 나라들보다는 특수한 요인들의 결합으로 인해 의료관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국과 해당 지역의 낙후된 의료환

경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여 해외로의 진료이동을 촉진하는 모습

을 보이며, 두 번째로는 동일한 문화권으로의 진료이동이 지리적인 

제한성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적, 지리적인 특수

성을 전제로 한 극동지역의 의료관광 실태와 연간 방한 러시아환자 

수가 주목할 만한 수치라는 점에 근거,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 환자

들의 의료관광 특성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러시아

의 극동지역을 선정하였다. 

나)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을 목적지로 의료관광을 하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환자들이다. 연구 특성상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이동

의 원인과 선택과정을 밝히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

이라 할지라도 일반관광객 내지 사업차 방문한 러시아인, 국내 체류 

중 불가피한 사고나 우연한 기회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 외국인들

은 연구에서 제외하여 순수한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연

구 대상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며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관광비자

(C-3-3, G-1-10)5)를 통해 정식으로 국내에 입국한 환자

  

5) 2009년 5월 11일 의료관광비자 신설 당시의 기존 C-3-M, G-1-M 비자를 이
후 각각 C-3-3와 G-1-10으로 명칭을 변경. 이는 사증 세부코드를 숫자로만 
쓰게 되는 방침에 따라 적용된 사항으로서, C-3-3는 90일 이내의 단기비자를 
의미하며, G-1-10은 90일 이상의 장기 의료비자로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내를 의미한다.(법무부 체류관리과 지침사항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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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현지 또는 한국의 에이전시, 여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의

료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의료

관광객

  셋째, 국내 의료서비스에 관련한 정보습득 후 진료를 받지 않더라

도 한국의 의료환경이 최초의 선택 동기가 되어 방한한 극동지역 

거주 러시아인

   

  다만 러시아의 전반적인 의료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는 극동지역 거주민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의료환경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러시아인들의 특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유학생과 

이민자, 고려인 등의 러시아 국적을 가진 자와 실질적으로 그들을 

상대하는 국내 의료관광업계 종사자들(의료진, 코디네이터, 에이전

시)로 그 제한의 범위를 넓혔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국의 의료환경 낙후성과 해당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원인으로 국경을 넘어 진료를 받는 극동지역 러시아인들의 이동현

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에 관련한 문

헌연구와 원문자료를 통해 러시아 현지의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실

제 이들과 접촉하는 국내 의료관광 관계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활

용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다 정확한 이동원인과 목적

지 선택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온 극동지역 거주 러시아 환자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방법

을 채택하였다. 설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개별적인 러시

아 환자와의 추가 인터뷰를 통해 보완토록 하였으며, 이 외에도 러

시아인들의 의료관광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존 연구 및 보고서 

등이 적극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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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연구는 크게 ‘건강과 이동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와 관광 각각

의 개념 및 특성연구’와 ‘현대 의료관광에 관한 동향’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본 연구는 러시아인들의 진료이동 특성을 파악하기위해 

의료와 관광이라는 두 개념의 합인 오늘날의 의료관광현상을 중심

으로 다루는 것이므로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특정 사례분석에서 벗

어나 보다 근본적인 의료관광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실상, 의료가 가지는 콘텐츠와 관광의 주요 특성이 결합하

여 타지로 이동하게 되는 근대의 신종 이동형태(new mobility)로서 

의료관광을 정의내리며, 목적지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개입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이 추가되었다. 의료관광에 

관한 문헌연구는 개념의 명확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동안의 

연구동향과 문제점들을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현대의 의료관광 추

세와 본 논문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실시한 의료관계

자와의 심층인터뷰는 크게 의료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러시아 현

지 및 국내의 에이전시 담당자들과 이루어졌으며, 최근의 의료관광 

동향과 관련한 연구 상의 정보취득 문제는 언론 및 보도자료를 통

해서 보완하고자 했다. 러시아 환자들과의 설문작업은 위와 동일한 

시기에 실시하였고, 인터뷰와 설문조사 모두 2012년 7월부터 2013

년 4월까지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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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건강을 위한 보편적 이동현상과 구체

적인 환자들의 시·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였으며, 관광 

고유의 특성이 미치는 의료관광 형태의 다양성에 관해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의 정의와 최근동향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함으

로써 향후 진행해 나갈 논의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3장은 러시아인들의 초국적 진료이동의 배경적 지식에 관한 부분

으로서, 러시아 전반의 의료환경과 극동지역이 가지는 지리적 특수

성, 이에 따른 의료이용의 불평등성과 제한성을 강조하였다. 

      
  4장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 환자들의 실제 의료관광에서 나타나

는 구체적인 현황들을 분석하며, 사례지역인 국내의 주요도시들을 

중심으로 방한 후 러시아인들의 의료관광 특성을 파악하였다. 

  
  5장은 러시아 극동지역 환자들의 목적지 선택에 관한 원인분석결

과이다. 앞서 설명한 의료관광 현황을 토대로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

들의 의료관광형태를 파악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얻어낸 우리나라의 

흡입요인과 러시아인들의 공간개념을 지리적·심리적 촉진요인에 대

입하여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논의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함으로서 

본 연구가 가지는 학문적인 의의를 밝히고, 논문상의 한계를 간략하

게 제시하였다.

  논문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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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목적

진료이동 의료(Medicine)+관광(Tourism)

▪ 의료환경에 따른 환자들의 지역이동

▪ 의료서비스 이용의 시·공간적 범위 

▪ 건강을 위한 이동의 역사와 변천과정

▪ 의료와 관광의 개념 및 결합형태 

의료관광(Medical Tourism)

                       ▪ 의료관광을 바라보는 관점(정의·범위)

                       ▪ 의료관광의 동기와 주요 결정요인

연구의 이론적 바탕 제시

러시아 극동지역

                       ▪ 러시아 전반의 의료환경 파악

                       ▪ 극동지역 의료환경의 지리적 조건 분석

연구지역 조사, 연구주제의 현상 파악 

연구방법

                    ▪ 의료관광 통계자료, 관련 언론보도 수집

                    ▪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극동지역 러시아인 의료관광의 특성 제시 한국으로의 이동원인 규명

                            ⇩

⇩

                                                               

⇩

                                                        ⇩

                                                                                                                                                                                                                                                                                                                                                       ⇩

[그림 Ⅰ-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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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연구

제1절 건강을 위한 이동원인과 행태

1) 의료환경에 따른 지역이동 

  개인의 건강을 개선하거나 환자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원인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환경’6)이 매우 불량하여 환자의 

의료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이며, 둘째는 보다 양질의 의

료혜택을 경험하기 위해 공인된 선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다. 

이는 각각 해당 지역과 목적지간의 배출요인 내지 흡인요인의 비중 

상 차이를 가질 뿐 지역 내의 의료환경을 탈피해 공간적인 이동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처럼 보통의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와 이를 포함한 의료

환경은 지역 내 자연환경과 보건환경(보건의료체계), 사회·문화적인 

환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체감도가 높으며 

환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성 띤다고 볼 수 있는 보건환경은 통상

적인 의료환경으로서 여겨지기도 한다. 또한 이는 다시 물리적인 환

경과 제도적 환경으로 세분화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건환경의 

물리적 공급범위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은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의료환경과 이에 따른 환자들의 이동을 다루는 의료지

리학(Medical Geography)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다.7) 물론 의

6) 여기서의 ‘의료환경’이란 해당 지역에 속한 물리적, 사회·제도적인 의료서비스의 
수준으로서 환자 개인의 지불능력이나 특정 질병과 관련한 가구단위, 성별, 연
령별, 계층 간의 소규모 개별적인 환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7) 의료지리학의 주요 논의는 발병률과 사망률의 공간적 분포와 같은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와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Johnston et al, 
1992: 289-291) 다만 본 연구는 특정 질병과 그에 따른 공간적 발병원인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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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지리학의 주된 논의로는 건강과 자연환경과의 관련성이다. 하지만 

의료의 조직과 장소에 따른 다양성, 의료시설에 따른 접근성 및 공

간적 집중현상을 비중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의료지리학은 오늘날의 

의료환경 형평성과 환자들의 지역이동과도 관련을 맺는다(Curtis & 

Taket, 1996; Kearns & Gesler, 2002). 또한 범위를 확장해 신종 

의료행태인 의료관광과 지리적인 차원의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대에 들어서는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력

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과 국가 전반의 보건수준 등이 

의료환경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

지역을 포함한 각국의 특정 의료환경 낙후성에 관한 문제는 국제적

인 사안이 되기도 하며, 전 세계 보건 전문가들의 주된 관심분야로 

떠오르기도 한다(Ailuogwemhe et al., 2005). 그 중에서도 의료서

비스의 질과 의료기관의 규모 등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는 곧 의료

환경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러한 환자들의 인식은 또 

다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동을 야기하게 된다(서위연·이금숙, 

2011: 9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체계와 

그와 관련된 물질적 환경을 환자의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

간단계 결정인자(intermediary determinants)로 보았으며, 이는 의

료서비스를 위한 지역이동 즉 의료이동을 수반하고 이러한 환자들

이 이동하는 이웃 지역 간에도 지역적인 상관성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신호성, 2012: 2).

  이처럼 의료환경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로는 해당 지역 의료서비

스의 물리적인 공급 범위와 시설, 의료체계와 질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으로도 간주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접근성은 실질적인 시·공간적인 접근과 제도, 사회환경,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요와 같은 환자 자신의 심리적인 접근성일 수

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지리적 분포와 환자들
의 접근성을 다루는 의료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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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해당 연구로서는 지역의 의료환경 취약성과 이에 대한 환

자의 접근성에 관한 문제, 의료자원 분포의 지역 간 불평등과 환자

의 의료이동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한 초국적 이주현상 등을 들 수 

있다(신호성, 2012; 이용재, 2005; Felicity, 2010). 그 중에서도 지

역의 낙후된 의료환경과 의료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은 환자들의 상

대적 박탈감과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감소시

키는 공통적인 배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환자들로 하여금 공간을 달리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자들의 지역이동은 거

주 지역의 의료환경을 극복하는 대안이되기도 한다. 같은 맥락으로

서 김진현 외(2010)는 이러한 환자들의 이동사례를 ‘foot voting’의 개

념을 들어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Tiebout와 Tullock에 의해 개발

된 모형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사회적 서비스의 하나로 간주할 경우 

양질의 공공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을 뜻하기도 한다.           

  결국 환경에 대한 지각은 감정반응을 일으키며 행동에 영향을 미

치고, 이러한 연속적 현상들은 상호의존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

다(Bitner, 1992). 마찬가지로 지역의 의료환경 역시도 환자들의 건

강과 관련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로서, 이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을 찾아 이동

을 하기 마련이다. 또한 이는 결코 특정 지역 간 혹은 국가 내에서

만 발생하는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말 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국제 

의료관광과 관련하여 공간적인 이동루트와 그 범위를 더욱 확장시

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8) 다만 지리학의 기존 논

8) Glinos et al.(2010)은 국제적인 환자이동 사례로서 캐나다의 의료제도와 대기
시간(waiting list)을 예로 들며, 낙후된 지역기반의 환경 안에서 환자들은 의료
환경의 질을 추구하며 해외로 이동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Felicity(2010)
는 건강과 관련한 거주 지역의 환경과 의료접근성은 시·공간을 넘어 건강을 회
복하기 위한 환자들의 결정을 촉진하며, 이는 이동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이주
(migration)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런던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남부 출신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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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의료환경에 따른 인구이동에 관련된 연구가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의료서비스와 시설의 공

간적인 분포나 지역 내 혹은 지역 간의 의료환경 비교를 통해 이와 

연계된 현상으로서 환자들의 이동으로도 흐름을 이어가며 보다 구

체적인 인과성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의료서비스 이용의 시·공간적 범위

  환자는 자신의 건강과 질병관리를 위해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

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이 때 자신의 생활영역과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공간적 범위는 대체로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환자들의 경향성은 의료관광의 지역적 확장과 초국적 성장

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의료현상의 시·공간적 범위는 통상적으로 자신의 생활권 내에 위

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그 중에서도 주거

지와 가장 근접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인다

(최용환, 2001; 한덕렬, 2005; 양아진, 2008; 김종훈, 2009). 유선

미(1995)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위치한 환자들은 주로 보건

소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체 이용자의 60%가량을 

차지하며, 그 외 대다수 환자들 역시도 이와 비슷하게 의료기관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이 밖에도 비교적 거동이 자유로운 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중병이나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서도 비슷한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다. 통상적으로 지리적인 분포에 있어서는 입원환자의 83.1%가 

대상 병원에서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

며, 지역별 구성도와 친화도는 이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김선희, 2006). 최근 들어 수

들을 사례로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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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층이 두터워진 의료관광 역시, 이러한 점에서 목적지와 환자의 지

리적인 근접성 개념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의 이러한 

시·공간적인 이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의료권’ 내지는 ‘진료권’의 개

념을 사용하고 있다. 먼저 의료권이란 특정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의료수요와 이를 자족할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를 

뜻하며, 이에 따른 환자들의 실질적인 이동범위를 가리킨다(Shannon 

& Dever, 1974: 135). 따라서 이는 지역주민의 의료수요를 일정 

범위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경계(boundary)를 분명히 해

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내의 환자가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움직이는 이동거리를 산출하는 것에도 용이하다. 다만 의

료권의 개념은 환자들의 시·공간적 패턴을 대략적으로 유추해보기에

는 적절한 개념일 수 있으나, 지역마다의 의료수요와 제도, 자연환

경 그리고 기타 사회·경제·정치적인 조건에 의해 쉽게 체계화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그 수치가 모든 지역에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이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금숙(1998)의 연구는 의료권의 상대성과 다양성의 원인으로 의료행

태에 가장 근원이 되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질병, 지역의 발달정도에 

따른 생활수준의 차이 등을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의료권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단적인 예로 경제적 요소의 개입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

고 있는 연구도 존재한다. 박수은(2008)은 의료기관의 시장원리에 

따라 의료권의 형태 및 의료서비스의 공간적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특히 경제적 조건에 의한 의료권의 다양성을 제

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부문에 의해서만 공급될 경우 시장원리에 의해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의료시설이 집중 분포할 가능성이 높으며, 수지가 맞지 

않는 지역은 소외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이금숙, 1998: 

72).9)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여 의료시설의 공적부문을 보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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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면,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권은 일정한 규칙성을 벗어나게 된

다. 결국 자신의 생활권을 벗어나 인근에 위치한 도시 혹은 더 나아

가 타국가로의 의료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권을 

통한 환자의 시·공간적인 의료행태를 파악할 때는 반드시 특정 지역

을 기준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환

자들의 속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반면, 의료권과 유사한 개념인 ‘진료권’10)을 이용해 환자들의 시·

공간적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연구는 거꾸로 특정 

의료시설을 기준으로 환자들의 공간적인 분포를 지도화한 것으로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거주지 분포 내지는 통행시간을 추정한 

것이 다수이다. 이는 생활권 또는 경제권과도 같은 개념이며, 의료

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지리적인 조건이나 인구분포, 교통사정 등의 

자연·인문적 요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의료권과 유사

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다(이성환 외, 1996: 74). 하지만 실질적

으로 환자들의 시·공간적 이동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에서, 단순히 특정 공간 안의 의료시설의 분포를 나타낸 의료권과는 

차이를 가진다.

  
  진료권에 있어서는 특히 의료서비스의 시설이 가지는 계층성에 

9) “의료권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로, '의도적 의료권
(catchment area)'의 경우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의료시설을 배치하고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지역적인 범위를 뜻하며, 
둘째로, '실증적 의료권(service area)'이란 자유방임으로 설립된 의료기관들이 
상호경쟁에 의해 의료서비스 시장을 점유하는 지역적인 범위를 뜻한다.”(한국보
건산업진흥원, 2011: 10)

10) “어떤 의료시설 또는 의료시설군의 진료행위가 미치는 지역의 범위 또는 의료
시설의 이용자(많게는 환자)의 현주소의 분포범위를 그 의료시설의 진료권이라
고 한다. 따라서 진료권에는 입원진료권과 외래진료권 등이 있고, 또한 환자의 
현주소와 의료시설까지의 거리를 나타나는데 직선거리로 나타내는 경우와 시간
거리(환자의 현주로소부터 의료시설까지의 소요시간)로 나타나는 경우 등이 있
다. 직선거리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0.5km권, 1km권, 
3km권, 5km권 등으로 동심원을 지도상에 그려서 나타내는 방법과 의료시설과 
환자주소를 연결하는 직선을 그려서 나타내는 방법 등이 있다.”(간호학대사전, 
1996,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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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의료기관
필수진료과목 

반경(m)

기타진료과목 

반경(m)

소생활권
1차 의료기관

(의원, 병원)
500 800

중생활권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1,000 1,600

대생활권
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2,000 3,200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환자의 이동성과 시·공간적 범위가 

이러한 의료시설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는 1989년 7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의료전달체계’의 개념

을 도입한 ‘의료보험 진료체계’를 수립하였다(이금숙, 1998: 78-79). 

그 결과 진료의 단계를 크게 3차(상급종합병원), 2차(종합병원·병

원), 1차(의원)로 나누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3

단계 계층성’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의료서비스에서 일반화된 체계

이다(Stephen et al., 1977). 단계별 의료체계 개념에 따르면, 고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갈수록 환자의 이동범위는 늘어나

고, 진료시설 간 입지하는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이는 크리스탈러

의 중심지이론과도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이러한 단계별 의료체계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계층성을 통한 환자의 시·공간적 범위변화를 파

악하기에 용이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표 Ⅱ-1] 의료서비스의 위계별 도달범위

     
자료: 김흥순·정다운(2010: 32)

  

  앞선 ‘단계별 의료체계’를 적용한 진료권 연구는 의료기관의 규모

에 따른 환자들의 이동성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

의 의료이용은 각 단계에 대한 환자들의 이용여부 의사결정과는 또 



- 17 -

다른 구체적 속성들의 직접적인 개입 사례가 많다(Fiedler, 1981). 

그래서 국경을 넘어 의료관광을 하는 동기도 단순히 상급의료기관

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세분화된 속성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Aday(1974)와 김선희(2006)는 연

령이나 질병의 유형, 중증도, 재원일수, 의료이용자의 특성 등 독립

적인 요소들의 개입에 따라 환자들의 이동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환자의 건강상태나 질병

의 종류는 치료를 위해 환자가 어느 정도의 공간적인 확장을 가능

케 하는지에 대한 단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11)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진료행위나 단순치료를 위한 경우보다는 증

상이 발견된 후 그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권이 점차적으로 확

장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단적인 예로 비교적 단순한 치료로 

볼 수 있는 치과진료와 난치병에 해당되는 암환자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다. 먼저 치과진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생활권 

내, 그 중에서도 주거지와 가장 근접한 1차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비

중이 높다. 반면 암환자들은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의료이용에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도의 전문화된 진료수준을 갖춘 3차 의료

기관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McGinnis, 1991; 장동민, 

1998). 이러한 시·공간적인 범위는 의료관광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 의료관광의 수 많은 진료분야 중 하나인 덴탈 투어리즘

(Dental Tourism)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초국적인 이동형태로서 

글로벌적인 성격을 띤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주

거지역과 가장 인접한 해외 국가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역

11) Kasl & Cobb(1966)에 따른 건강과 관련한 환자의 행태분류:
   ①건강행태(Health behaviour):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차

원의 질병을 찾아내기 위한 행위, ②질병행태(Illness behaviour): 증상이 관찰 된 
후 이에 따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한 행위, ③환자역할행태(Sick role 
behaviour): 특정 병명에 대한 진단 후 건강을 회복하고 증상의 호전을 위해 치료를 
받는 행위, ④의료이용행태(Utilization behaviour): 질병행태보다 좁은 의미로서 전
문적인 치료자를 찾아 나서는 행위.(강복수 외, 199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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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regional)인 성격임을 알 수가 있다. 이는 지극히 지역적인 경로

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전형적인 근접성(proximate 

nature)에 기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Turner, 2008: 553).12) 반

면 암환자를 포함한 난치병 환자들의 경우 의료이용의 편의성보다

는 우수한 의료진의 실력과 의료기관의 명성, 최신의료기기 등과 같

이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

인다(장동민, 1998: 110).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보다는 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뛰어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환자의 

특성상 질병의 심각성이 커질수록 방문하는 병원의 수도 늘어나게 

되고, 결국 초기에는 지리적 접근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나 외부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그 물리적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가 신해림 외(1996)의 연구이다. 

국내 암환자들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증가할수록 자신이 거

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에 위치한 상급의료시관을 최종목적지

로 방문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치료가능성이 있다면 해외 의

료진의 시술이라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즉 질병의 경중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의 지리적 확장성 또한 변화하기 마련이다(Lane & 

Lindquist, 1988).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의료현상의 시·공간적 범위는 다양

한 방법을 통해 연구되었으나, 구체적 수치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일부 지역사례나 국내 문헌만으로 오늘날의 국

제 의료관광 현상을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근접성을 고려

한 의료기관의 선택은 대부분의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 간의 의료관광 현상은 

의료권을 바탕으로 의료관광 수요국의 개별적 환경을 파악하며, 진

12) 영국의 경우는 불가리아나 크로아티아,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등지가 덴탈 
투어리즘의 목적지가 되며, 미국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지역의 환자들
이 멕시코 국경선에 위치한 Ciudad Juarez, Tijuana 또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
카, 페루, 도미니카 연방 등으로 치과진료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Turn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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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권의 범위 안에서 질병의 종류를 비롯한 각각의 변수 그리고 속

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시·공간적 범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는다. 또한 지역 및 국가 간의 사회·문화적인 

다양성에 따른 환자들의 ‘시·공간적 개념’의 차이는, 오늘날 의료관

광의 확장범위에 대한 중요한 인과를 제공할 것이다.    

3) 진료권의 주요 논의와 범위의 확장

  일반적으로 의료분배의 불균형은 의료환경에 대한 지역별 환자들

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환자들의 이동을 

유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자들의 이동은 거주하는 지역의 의료권

을 벗어나 새로운 목적지로의 수요를 발생시키고, 이는 곧 해당 목

적지 및 의료기관과 환자와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진료권

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대개는 지역 내에서 충족되지 못

하는 진료의 범위나 의료서비스의 기능을 인근지역이나 자국 내에

서 해결할 수 있지만, 특정 국가의 낙후된 의료환경이나 지정학적 

특성상 국경을 넘어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더욱

이 오늘날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기인하여 이러한 의료서비스

에 대한 수요가 초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환자들과 관계를 

맺는 해외 대형 의료기관의 등장과 국제의료관광의 수요증가는 진

료권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진료권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는 대개 특정 의료기관이 가지는 

영향력과 이에 따른 환자들의 이동거리 확장의 비합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기존 지역 의료

권으로의 회귀를 함의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지역 간의 균형

적인 의료자원 배분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의

료의 지역화’를 강구하고 ‘적시에 적소에서 의료수요를 제공받아야 

한다’라는 방안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유승흠, 1984; 윤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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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김일순(1982)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의료전달체계란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접근도를 유지하면서 제공하려는 노력이며, 이는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건강의 증진을 도모

하는 제도”라고 정의내리며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의료환경의 균형적인 배분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

라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환자들의 지역권 개념 확장과 지역 간

의 거리마찰력 축소는 특정 범위로 한정되던 기존의 의료권 수요를 

초월하고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이 가지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주

요 이동 동기가 되어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보통의 생활권 내 의료이용을 벗어나 보다 실직적인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료권의 개념

이 적절한 이유이며 또한 이는 진료이동이 대중화된 시대적인 현상

과 함께 초국적인 단위로도 확장시켜 새롭게 이해되어져야 한다.

  사실상 보통의 환자들은 1차 진료 위주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양재모·유승흠, 1994). 하지만 특정 중증질환의 치

료와 우수한 의료진에 대한 선호에 따라 오늘날에는 3차 의료기관

에 해당되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지

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진료 또한 이러한 대형병원들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이와 같은 수요에 따라 병원의 규모 확장이

나 환자들의 의료전달체계는 의원급 지역 의료보건시스템을 건너 

띄어 대규모 의료기관에서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로 인해 기존의 ‘진료권 설정의 주요 기준’13)이 되는 공급자와 수요

자의 다양한 속성들이 오늘날에는 상당수 그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대형 의료기관의 이윤추구 목적과 환

자가 가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일치함에 따라 기존 

진료권의 개념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

13) “진료권을 결정짓는 요소는 공급자인 의료인력과 시설,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환
자, 그리고 거리, 교통, 기타 생활환경 등을 들 수 있다.”(연하청·김학영, 1980; 
채희태·이낙운, 1998: 3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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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앞 절의 ‘의료서비스의 위계별 도달범위’14)도 오늘날에는 ‘대진

료권’15)에 해당하는 ‘대생활권’의 비중과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타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서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순차적인 의료이용을 구분지어 제

시하던 기존의 ‘진료권’의 범위들도 오늘날에는 점차 대진료권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도 할뿐더러, 환자들의 국제적인 진료이동 

현상에서는 범위가 더욱 확장된 새로운 모델의 제시가 필요한 시점

이다. 일반적으로 대진료권으로 분류되는 3차 의료기관의 서비스지

역은 3~4시간의 접근거리에 50만 명의 인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채희재·이낙운, 1998: 32).

[그림 Ⅱ-1] 진료권의 지역화(regionalization) 모형과 확장된 개념

자료: 박재승(1993: 50)을 재구성
  

14) [표 Ⅱ-1] 참조
15)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지역 및 의료기관간의 적정·균형적인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권을 나누어 진료지역권 내에 있는 요양기관을 이용하
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진료지역권은 경인, 강원, 충남, 충북, 전
남, 전북, 경남, 경북 등 8개의 대진료권과 140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있
다.”(이철수 외, 2009, 사회복지학사전)

A

새로운 진료권

기존 진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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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진료권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이 시설이용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

위. 이 범위에서는 특별히 (+) 또는 (-)로 작용하는 요인

이 없는 한 환자는 해당 병원을 이용한다.

선택적 진료권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사정이 병원이용에 다소 장애가 되어

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병원으

로부터 직선거리 10km의 범위 또는 그 보다 먼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진료권은 원형으로 되기보다는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환자의 흡인력은 어떠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

이 보통이다.

한계적 진료권

거리, 교통은 장애가 되지만 그 이외의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병원을 이용하는 범위. 보통 10km 이상 40km의 범위에서 

환자가 올 수도 있다. 이것은 진료권외의 특수이용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무제약적 진료권

거리, 교통사정을 무시하고 이용되는 범위. 진료권과는 관계

없는 특수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용자 수가 많지는 않으나 

병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된다.

  이 밖에도 진료권의 개념은 환자들의 특수한 상황과 특정 의료서

비스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구분 짓는 방식도 존재한다. 기존의 진

료권 연구가 인구와 지역규모에 근거하여 보편적이고 다소 규격화

된 공간설정을 제시하였다면, 이러한 개념은 환자의 성향에 따라 유

동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물리적 거리상의 

제한을 벗어난 일부 환자들의 의료이동에도 적용시키기에 적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지역범위 내의 의료기관 

이용을 넘어선 특수한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라든지, 물리적 거리의 

합리성을 벗어난 원거리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경

우에 효율적인 설명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이성환 외, 1996).

[표 Ⅱ-2]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진료권의 종류

자료: 이성환 외(1996: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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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진료권은 의료자원의 형평성과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서도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지만, 오늘날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변화

와 거리확장에 따른 환자들의 공간적 분포, 이에 따른 이동현상을 

파악하기에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더불어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생활권을 벗어나는 진료행위는 진료권의 확대된 개념과 

새로운 범위의 제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진료이동을 포함한 

의료관광의 대중화는 해외에 위치한 전문 의료시설이나 우수한 의

료진,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기관의 홍보 등에 따라 더욱 가시화되었

으며, 이는 환자들의 선택적 의료이용을 증가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존 논의의 틀에서 보다 확장된 진료권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단위의 지역적인 차원

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새롭게 다루어져야할 필요

성이 있다. 다만 환자 개개인의 의료성향과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는 이러한 진료권의 범위를 더욱 난해하게 만들 가능성을 가지

나, 환자들의 의료이동에는 여전히 지리적인 근접성이 중요시되며 

물리적 한계지점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일정한 틀 안

에서 맥락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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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광행위의 다양성과 의료적 속성의 결합

1) 특수한 목적이 수반된 관광

  여가의 증가와 교통기술의 발달, 소득의 증가 등을 계기로 이제 

관광은 국가와 계층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유하는 보편

적인 생활양식의 일면으로 자리 잡았다(김철용·이연택, 1996). 하지

만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거나 문화유적지를 관람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관광’16)은 시대적 변화로 한계점에 도달했다(유용재 외, 2010: 

111). “이에 따라 새로운 세대의 구매력 증가와 함께 진부한 관광활

동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여행자의 욕구가 형성되고 있다”(이경

모, 2005: 3). 특히 일반적인 여행의 개념을 벗어나 개개인의 특성

과 관심이 반영된 새로운 결합 형태로 점차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17)

     
  포괄적인 개념에 따르면 일정기간 주거지를 벗어나는 행위는 모

두 관광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주된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

라 관광의 구체적인 성격과 명칭이 부여된다. 의료관광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관광행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체험하거나 혹은 일반적

인 관광행위를 겸하여 본래의 목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특수목적관광과 같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관광의 특징은 

선호에 따라 지극히 개인적인(individualized) 형태로 발현될 가능성

이 크다는 것이며, 개인의 수요가 크게 반영되는 만큼 적극성을 띤 

형태로 이루어진다(Ritchie, 2003). 대표적인 형태의 특수목적관광

으로는 주된 성격에 따라 문화관광, 예술관광, 종교관광, 스포츠관

광, 모험관광, 생태관광, 야생관광, 농촌관광, 교육관광, 음식관광 등

16) 단체 패키지여행(GPT: Group Pakage Tour)형태의 관광 
17)

     이러한 현상은 “GIT(general interest tourism)에서 MIT(mixed interest tourism) 
그리고 SIT(special interest tourism)로 변화되고 있다.”(Trauser, 2006; 전혜진·
이희승, 2009: 24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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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게 세분화된 시장은 다시 목적지에서의 추

후동기에 따라 세분되고, 개인별 구체적인 선호에 따라 다시 세분화

되어 수 천 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이경모, 2005). 다만 이

와 같이 소비자의 욕구가 주된 목적을 가지는 모든 콘텐츠는 주로 

한 가지 행위만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여러 분야

에 걸쳐 중복된 관광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관광

행위의 명칭이 실제로는 복합적인 형태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고, 관

광객이 취하는 모든 행위 중 어디까지를 주된 관광행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이러한 복잡성을 인식하고 

오늘날의 다양한 관광형태를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적당한 

기준점과 분류과정을 거쳐 새로운 관광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을 방지해야 한다.

                                                                                                                                                                                            

                                                                                                                                                                                                도시관광

                                                                                                                                                                                                                                                                                                                                                                                                                                                                              의료관광

                     문화·예술관광

                                                                                                                                                                                                                                                                                                                                                      ㄴ농촌관광

[그림 Ⅱ-2] 특수목적관광의 개념중복의 예

자료: 이경모(2005: 100)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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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관광의 기원 및 발달과정

  앞선 관광의 종류의 다양성과 복합적인 형태는 각자가 가지는 고

유성과 함께 저마다의 발달과정을 가지기 마련이다. 최근의 신종 관

광형태로 알려진 의료관광 역시도 그러한 점에서 갑작스럽게 등장

한 현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시대별 변천과정을 거친 인간의 건강 

활동과 함께 성장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실상, 자신의 건강 

또는 치료를 위해 타지로 이동하는 일은 현대사회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질병치료나 휴양을 위해 

오래전부터 강이나 온천이 위치한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이러한 관

광은 “한 국가만의 현상이 아닌 오래전부터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졌

다고 볼 수 있다”(이교은, 2009: 20). 물론 의료관광의 개념이 대중

화된 것은 최근 일이지만, 의료행태 자체가 관광과 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역사적 근거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초기의 의료관광은 크게 나누어 신앙에 근거한 의식적인 활동과 

자연환경을 기초로 한 치료관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은 모두 

자신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특정지역을 목적지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수의 문헌에 나타난 대표적인 예를 고대 그리스에

서 찾을 수 있는데, 수천 년 전 그리스인들은 지중해를 건너 의신

(醫神) 아스클레피오스(Asklēpios)의 성지(聖地)인 에피다우로스

(Epidauros)를 찾아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였다

(Cavendish, 2010). 해당 온천시설과 휴양지는 국제진료서비스의 

초기형태이자 신앙적 믿음에 근거한 최초의 의료관광 목적지이기도 

했다. 또한 BC 3세기경에는 이와 같은 성지 외에도 키프로스(Cyprus)

와 알렉산드리아(Alexandria)가 훌륭한 기후조건과 발달된 의료서

비스를 바탕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였다. 당시의 이러한 의료관

광지들은 오늘날의 명소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일찍이 건강을 위한 이동현상은 앞서 설명한 그리스지역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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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의 인도, 페르시아에서도 번창하였다. 이들 지

역은 특히 해당 지역의 전승의학을 접목한 치료요법들은 근래의 전

통의료체험과 같이 ‘민간의 질병인식과 치료행위에 관한 의료민속학

적인 연구’로서 그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원보영, 2010). 비록 당시

에는 의료관광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상류계층을 

바탕으로 자연경관을 감상함과 동시에 건강관리를 받는 행위는 오

늘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17~19세기에 들어서는 산업화로 인한 휴양목적의 관광이 새롭게 

주목을 받는다. 복잡하고 오염된 도시를 떠나 아름다운 해변에서 거

닐거나, 전원생활을 누리는 형태의 휴식을 선호하게 되었다(신용석, 

2006). 또한 영위하는 계층이 노동자에서부터 엘리트집단까지 다양

해졌으며, 이러한 관광지들은 국내외 다양한 지역과 장소들로 확대

되어 나갔다. 즉 특권층만을 위한 형태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즐기는 

대중적인 관광으로 보편화되었다. 하지만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고

대 성지순례를 통한 의료관광이나 19세기 식민지 관광을 제외하고 

여전히 뛰어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섬이나 해안지역으로의 거리

확장이 존재한다하더라도 치료와 휴양의 근간을 ‘기후’나 ‘물을 취하

는 형태’(Connell, 2006: 1093) 등에서 찾는 자연환경을 통한 치유

과정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반면 오늘날에는 ‘의료수준’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 관광내지는 지

역이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다. 때문에 과거 강이나 해

변, 온천지역 등의 자연환경을 기초로 한 의료시설들 역시 현재에는 

공간적인 제약을 거의 받지 않게 되었다. 지역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과 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

든 의료관광 명소가 되는 셈이다. 때문에 지리적 다양성과 함께, 선

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의료관광지의 다원성이 이루어지고 있다(Phillips & Rosenberg, 2000).



- 28 -

  이처럼 과거의 단순한 건강증진 및 치료를 위한 이동행위는 시대

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또한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가

치변화와 사회문화의 다양성 증대, 복합적인 경제현상 등이 결부되

어 그 동기와 형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의료관광

을 특수한 시대적·개인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과거부터 지

금까지 이어져온 건강을 위한 보편적 이동행위로 이해하여야만 한다.  

3) 관광의 개념에 따른 의료와의 결합과정

  오늘날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진료권의 공간적 확대와 함께 국제

적인 범위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의 이동

은 반드시 관광을 수반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관광을 동반

함으로서 동시에 의료서비스 이용의 경직성을 완화시켜주는 장점을 

얻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진료이동18)행위 자체가 곧 의료

관광의 포괄적 특성 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관광 역시도 진

료이동에 동반하는 부차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그 자체적인 속성의 

비중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

료와 관광 각각의 속성과 환자들이 취하는 의료관광의 다양한 형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된 목적인 의료서비스와 관광행위

와의 결합과정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중에

서도 관광의 기능을 면 히 살펴봄으로서 의료서비스 이용과의 자

연스러운 결합과 환자들의 이동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도록 

한다.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위해서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공간으로의 

물리적 이동을 수반한다. 짧게는 그 기간이 하루일 수 있으며, 환자

의 상태나 목적지에 따라 장기간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때문에 환자

18) 의료기관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의 확장으로 인한 환자들의 분포 또한 국제적인 
단위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위치한 의료기간으로의 환자들의 방문은 
국제적 즉, 초국적인 진료이동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29 -

는 자신의 생활권을 벗어나 진료이동을 하게 될 경우, 자연스레 관

광활동19)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Ogilvie(1933)가 주창

한 관광의 개념은 의료관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포괄적이

고 적합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는 구체적인 관광행위와 과정을 세분

화하기보다는 ‘거주지로의 복귀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타지로 떠나는 

행위’를 관광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때문에 특별한 목적

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이상의 진료이동행위 자체가 

이미 관광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20) 또한 타 지역에서의 체류

가 길어질수록 지역관광을 동반한 기타 부수적인 관광의 파생가능

성이 높아지는 이유도 결코 의료와 관광의 결합이 무관하지 않음을 

뒷받침해준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여럿 존재한다. 첫 번째

는 관광의 개념을 앞선 연구와 다르게 설정할 경우인데, 관광에 대

한 시각이 다양한 만큼 의료와의 결합이 모두 자연스러울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일례로, 인간이 행하는 일반적인 행동양식 중 하나

로 관광 자체를 폭넓게 인식(de Kadt, 1979)할 수는 있으나, 수 많

은 행동양식 중 ‘여가’의 맥락에서만 관광의 의미를 강조(Urry, 1995)

한다면 의료를 통한 자연스러운 관광행위는 어색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여기서의 여가란 “의무적으로 구속된 시간, 즉 식사나 수면, 출

근 등과는 대치되는 개념으로, 즉 이는 구속받지 않는 잉여시간을 

뜻하며 곧 자유 시간을 의미한다”(Shaw & Williams, 2002: 26). 따라

서 여가시간과 병행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은 서로 상충하

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의료는 질병의 예방이나 심신의 안정을 되찾

는 휴식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지만 대개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

관된 질병치료나 의학적인 수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19) 다만 여기서의 관광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일반적인 대중관광(mass 
tourism)과는 구분지어 설명되어야 한다.

20) Ogilvie(1933)의 관광정의에 따라 Medlik(1997)은 질병치료에서부터 건강과 
휴양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하는 폭넓은 건강관리를 위해 다른 장소를 방문하고 
여행하는 이동과정 전체를 의료관광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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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노동시간

34%

생리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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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시간

7%

자유시간

(여가)

16%

관 광

시간적인 구분을 막론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건강상의 문제를 

여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Maslow(1954)의 욕구법칙에 따르면 여가와 관광은 ‘자아실

현의 단계’로서 최상위단계에 속한다. 오늘날과 같이 경험적·체험적 

목적이 강한 의료관광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지만 

신체기능에 장애를 가지거나 생존과 직결된 상태의 환자를 고려해 

본다면 분명 의료와 관광은 같은 맥락에서 짝지어질 수 없는 성격

의 활동이기도 하다. 결국 의료와 관광의 결합은 관광의 범위를 어

디까지로 확장시키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역시 

환자가 받는 의료행위의 수준 또한 이 둘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결

정짓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그림 Ⅱ-3] 여가와 관광의 시간이용과 의료의 관계

자료: WTO(1983)와 Shaw & Williams(2002: 27)를 종합하여 재구성

  두 번째로는 오늘날에 가지는 의료관광의 성격이 이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기존의 의료관광을 진료나 치료목적 위주



- 31 -

의 이동과정으로 보았다면, 오늘날에는 의료와 대등하게 순수한 관

광의 비중 또한 높게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풍토의 확산과 함께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성

장으로 더욱 촉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목적지로의 거리마찰력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이국적인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기회상승과 욕

구의 반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현대의 의료관광에서는 순

수한 치료목적의 관광은 그대로 유지가 된 채 문화체험 성향이 좀 

더 강한 의료관광객들이 상당수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관

광의 형태는 각각의 속성이 적절히 어우러지기도 하지만 한 가지 

속성에 치우치는 양분화 된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21) 더욱이 경우

에 따라서는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 관광객들이 존재

하는 이유로 오늘날 의료관광의 성격을 한 마디로 정의내리기란 더

욱 쉽지 않아졌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관광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서도 여실히 나타나는데, 특히 의료관광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각

각의 속성을 두고 학자마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

로 Carrera & Bridges(2006)가 “치료 및 수술 등 개개인의 건강을 

위해 조직된 여행”으로 의료관광의 의료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설명

한 반면, 홍정화(2007)와 이영호(2008)는 질병치료의 중요성보다

는 볼거리나 놀이거리체험 등의 관광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일반적

으로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문헌들에서 의료서비스에 좀 더 많은 비

중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이은미 외, 2009), 관광의 수요성장

에 따라 이를 다르게 보는 입장도 적지 않아졌다. 이와 더불어 관광

행위나 여가활동 자체가 직접적으로 정신과 육체의 건강증진 등의 

21)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의료관광의 이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의료관광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관광이 주를 이루고 의료를 
하위상품으로 보는 ‘의료관광’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 다른 주무부처인 
보건의료 쪽은 관광을 배제한 채 ‘외국인환자 유치’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산업
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료와 관광이 손잡고 만
들어낸 의료관광산업에서 의료는 관광을 외면하고 관광은 의료를 쇼핑의 대상
으로 생각하는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조선일보, 2011년 12월 27일, ‘“의료
관광”명칭조차 통일 못 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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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기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상호보완적인 형태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의 의료관광은 의료와 관광의 양분화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의료관광을 행하는 행위자의 ‘마음의 태도’(Iso-Ahola, 

1980)에 따라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오늘날의 의료관광은 환자의 가치와 의

료관광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 이를 취하는 방식과 태도

가 서로 상이한 모습을 나타냄을 알 수가 있다. 실제로 건강을 매개

로 하는 관광 상품은 각 지역별 전통 의료체험은 물론 온천과 마사

지에서 고난이도의 수술을 동반한 치료까지 무수히 많이 존재하며,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와 해당 의료기

관의 종류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만으로 의료관광을 이

해하고 그 속성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의료의 범

위와 관광의 개념이 다소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둘의 자

연스러운 결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시대에 

따른 각각의 속성들이 가지는 비중과 개개인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서도 다양한 결합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두고, 오늘

날 의료와 관광의 시너지효과와 문제점을 동시에 이해하고 접근해

야 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의료관광 개념의 차이는 다음 [표 Ⅱ-3]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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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의료관광의 개념

의

료

Goodrich(1993)
온천이용 등을 포함해 건강을 위한 치료목적으로 자국 또는 

타국을 방문하는 것

Medlik(1997) 치료를 통한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

Garcia-Altes(2005) 건강상의 목적으로 거주지에서 벗어나 여행을 하는 것

Hunter-Jones(2005)
건강관리나 휴가를 주된 목적으로 떠나는 관광으로서, 의도

적인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Carrera &

Bridges(2006)

치료나 수술 등을 통해 개인의 건강회복을 우선시 하며, 이

를 위해 조직된 현태를 갖춤

Medical Tourism

Association(n.d)

의료서비스 또는 치아관리를 중심으로 자국을 떠나 외국으

로 여행하는 것

이용균(2005) 건강증진이나 치료목적의 관광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이영진·송영민(2012)
국제적인 이동의 일부로서 외국의 현지 문화체험을 겸하되 

의료적 시술을 받는 등의 의료서비스가 주목적이 되는 여행

복

합

홍현아(2007)

의료의 관광 각각의 성질이 결합된 것으로서 환자가 진료, 

휴양과 관광활동을 병행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높은 의료기

술과 가격적 경쟁력을 갖춘 국가에서 진료받기 위해 여행하

는 관광형태

김미주·김성섭(2010)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함께 휴양 및 여가 또는 문

화체험이 곁들여진 새로운 관광형태

윤설민 외(2009)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활동 등의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

관

광

Bennett et al.

(2004)

스트레스 해소를 근간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관광형태, 일

반적으로 휴양목적의 따뜻한 기후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나 

특별한 치료를 위한 크루즈 여행, 그 밖에 건강과 관련한 

활동 내지 치료를 위해 리조트를 방문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음

홍정화(2007)

웰빙문화와 관광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로서 보양, 의료, 미

용, 친환경관광, 먹거리관광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을 포함

하는 개념 

이영호(2008)

치료와 관광이 합해진 복합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가벼운 질

병을 치료하며, 그 기간 동안 관광이나 쇼핑, 문화체험 등 

볼거리와 놀이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

[표 Ⅱ-3] 의료관광 개념과 개별적 속성의 비중 차이
 

자료: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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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존 문헌들의 의료관광 연구

1) 의료관광의 정의

  최근 정부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의료관광을 지정함에 

따라 새로운 연구의제로서 의료관광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내외 

학자들은 물론 관련 학계 역시 의료관광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

행 중이다(이희승 외, 2010: 347; 임현숙, 2011). 의료관광이란, 

“자국의 의료기관을 벗어나 해외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동

시에, 해당 국가의 사회와 문화, 관광체험 등을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뜻한다”(한국관광공사, 2012: 15). 국내

에서는 이러한 의료관광이 메디컬 투어리즘(Medical Tourism) 또

는 보건관광, 헬스 투어리즘(Health Tourism) 등으로 표현되고 있

으며, 가장 최근인 2009년 3월 관광진흥법 제12조 2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

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관광에 관한 개념은, 관광 그 자체의 다의적인 성격상 

의미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는 의료관광의 명확

한 이해를 저해할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의료관광에

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강을 위한 이동 동기’와 ‘지역 및 국가이동’

을 중심으로 광의의 정의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료관광행위의 목적과 비중에 따라 세부적인 집단분류

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점에서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를 위

해 집을 떠나 여행하는 현상’과 같이 폭넓은 정의(Gupta, 2004; Connell, 

2006)는 ‘건강’과 ‘이동과정’ 모두를 아우르는 광의적인 개념으로서 

적절한 예이다.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핵심요소를 잘 

짚어낸 연구가 존재한다. 임형택(2011)은 건강 또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행위를 의료관광의 주목적 혹은 부수적인 목적으로 보았으며, 



- 35 -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이동과 이를 수반하는 일체의 

현상을 의료관광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정의는 구

체적인 진료행위와 관광의 유형을 세분화하기 이전, 초지역적 혹은 

초국적 진료이동에 초점을 맞춘 일차적 개념으로서 의료관광에 대

한 올바른 하위개념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의료관광을 대하는 시각에 따라 나름의 협의적인 의견도 

존재할 수 있다. 실제로 의료관광이란 의료와 관광이라는 상이한 분

야가 합성된 용어이다. 때문에 개인의 목적과 기호에 따라 의료와 

관광의 비중이 차이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의 또한 가능하다. 특히 

의료의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더욱 구체적인 분류가 가능할 것

이고, 의료서비스의 주 고객이 개인 및 가구단위라는 점(양호민, 2010)

으로 미루어 볼 때, 독립된 집단과 국가별 특성에 따라 저마다의 형

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특징들을 

바탕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단순하고 일차적인 정의는 옳지 않다.

  이에 해당되는 연구로는 Laws(2004)와 조구현(2006)과 같이 ‘건

강증진과 수술, 치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는 물론 휴양 및 레저 활동

을 같이하는 관광의 유형’으로 개념화한 문헌이 있는가 하면, 산업

적인 관점에 따라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활동 등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형태’(최기동·조미혜, 2010: 470)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

었다. 그 밖에도 ‘특별한 흥미를 가지는 관광의 일부로서 주요 동기

가 건강과 관련하는 것’(Hall, 1992)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이 존재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다 보편적인 활동의 의미로서 ‘집을 떠나 

행하는 레저 활동으로서 그 목적 중 하나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증

진시키는 것’(Laws, 2004)으로 명시하며 의료적인 측면뿐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한 관광행위로 바라보는 정의들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의료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해석의 틀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면이 있지만, 의료관광의 

개념을 개인과 일부의 집단의 특수성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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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학자들마다의 개인

적 정의는 일부의 사례로서 판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의료관광의 일반적인 개념을 일부의 측면으

로만 국한시키거나 반대로 상당히 모호하게 정의 내렸다. 이렇듯 의

료관광을 정의하는 수 많은 표현들은 자신이 행하는 구체적인 진료

이동과 목적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줄 여지가 크며, 나름의 폭넓은 

개념들 역시도 상당수 이상의 행위들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가늠할 

수 없게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의료관광의 정의와 그 범

위를 어디까지로 인식해야 하는지의 혼란이 야기되었고, 저마다의 

주장은 지극히 협의적으로만 제시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의료관

광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이를 취하는 개인들이 특성 역시 무수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관광 대상지가 가지고 있

는 의료와 관광 각각의 자원 비중에 따라서도 그 목적의 차이가 확

연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의료관광의 정의를 쉽게 일반화 시킬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앞선 연구와 같이 나름의 개념들을 모두 포

괄할 수 있는 의료관광 자체의 광의적인 정의를 설정할 필요가 있

는 것이며, 각각의 상이한 콘텐츠가 결합한 신종 관광형태인 만큼 

개인과 집단별로 가지는 개별적인 특수성 또한 염두하며 접근해야 

하겠다. 

2) 의료관광의 범위

  “21세기 들어 전 세계가 웰빙(well-being)이나 웰니스(wellness)

에 주목하게 되면서 새로운 관광의 트렌드로 의료관광이 각광을 받

고 있다”(이교은, 2009: 1).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의료적 처치에

만 국한되던 메디컬 투어리즘(Medical Tourism)의 범위를 아우르

는 헬스 투어리즘(Health Tourism, 이하 헬스관광)이 동의어로서가 

아닌 상위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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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용어구분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료관광’이라

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Connell(2006)은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메디컬 투어리즘과 이를 

포괄하는 헬스관광을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메디컬 투어리즘은 헬

스관광의 형태도 포함하지만, 엄격한 의미로는 의료적 처치(medical 

intervention)가 이루어 질 때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또한 가장 핵심

이 되는 용어로서 케어(care)에 주목하며, 잠재적으로 약물치료나 

수술, 기본적인 치료체계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의료감정(medical 

expertise)을 포함한 의료과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Parr, 

2003).

  하지만 “최근 들어 건강과 웰빙을 목적으로 하는 헬스관광의 중요

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협의의 의료관광에 관한 논의에 건강관

리를 중심으로 하는 헬스관광을 포함”을 시키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원종하·김민숙, 2011: 2). 때문에 이러한 용어혼동은 

국내에서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헬스관광 중에서

도 가장 수요층이 많은 웰니스 분야의 관광형태는 본 연구에서 말

하고자 하는 질병치료 위주의 순수한 메디컬 투어리즘과는 다소 차

이를 가지기도 한다. Mueller & Kaufmann(2001)이 말하는 웰니스 

관광이란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의 관광행위이며, 기존의 메디컬 투

어리즘은 건강을 ‘회복’하는 차원의 관광이라고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Kasper(1989) 역시도 웰니스 관광이란 헬스관광의 하위개념

으로서 메디컬 투어리즘과는 구분하여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메디컬 투어리즘과 이를 포괄하는 헬스관광의 혼용을 피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를 행하는 각각의 

관광객들의 이동목적과 그 물리적인 제한범위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포괄적인 의료관광은 선진국을 기준으로 한 관점

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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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객들의 이동목적을 퇴색시키는 일면이 적지 않다. 또한 건강과 관

련된 행위가 관광일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한 모든 과정을 

의료관광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웰니스  

관광을 포함한 헬스관광은 선진국을 제외한 그 밖의 수요국들의 의

료관광과는 많은 차이점을 가진다. 자칫 순수한 치료목적의 메디컬 

투어리즘과 선진국 위주의 웰니스 관광을 동일시하는 문제점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실제 이와 대비되는 경우에도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시킬 여지가 크다.

  현재 선진국에서 가지는 의료관광에 대한 인식은 여가행위를 비

롯한 현지 의료문화체험과 하향식 진료이동의 경우로만 굳어져 있

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특히나 인도와 태국과 같이 개발도상국으로 

건너가 저렴한 가격에 전통의료를 체험하고 휴양차원의 웰빙을 위

한다는 점이 바로 그러한 예가 될 수 있겠다(이웅규·정병웅, 2007). 

때문에 이러한 모호한 기준으로는 어느 집단을 순수한 환자로 보아

야 하는지와 또 그 밖의 집단을 문화체험 성향이 강한 관광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의 의문이 생긴다. 결국 의료관광의 범위를 설정함

에 있어 헬스관광이냐 메디컬 투어리즘이냐 하는 문제도 국경과 지

리적 제한성을 극복하는 가장 주된 이동 동기가 ‘건강’과 관련하는

지에 달려있으며, 건강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치료로 보는지와 여가

물(entertainment)의 대상으로 대하는지에 따라 나름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3) 의료관광의 결정요인 

  해외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관광 목적지로 적합한 국가선정에 어떠

한 점이 고려되었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의료비의 격차(65.5%)가 

가장 많았으며, 접근의 용이성(64.5%)과 의료수준의 차이(39.1%), 

의료수요층의 확보용이 (35.5%), 기타(0.9%) 등의 순으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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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정연일, 2009: 30). 그 중에서도 최근 의료관광이 많은 환

자들의 동기를 촉진하는 이유에는 가장 먼저 선진국의 과대한 치료

비가 주된 원인이며, 세계 여행이 편리해지고 선택의 폭이 다양해졌

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김양균 외, 2010: 99-100). 또한 자

국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 받을 수 있

다는 이점과 그 차액으로 휴양과 관광 및 쇼핑 등을 덤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신윤숙, 2008). 이 외에

도 다수의 학자나 기관 역시 외국인 환자들이 집중되는 원인으로 

자국 내의 높은 의료비와 의료관광 목적지에서의 의료비 절감이라

는 기능적인 논리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Bies & Zacharia, 2007; 

유태규, 2009; 임범종 외, 2009; Crooks et al., 2011).

  
  물론 비용절감이라는 부분은 의료관광의 주된 동기이자 가장 중

요한 조건임에 분명하다. 이와 더불어 지리적인 근접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고려대상이다. 비용과 물리적 거리제한을 뛰어 넘을 만한 

난치병이 아니라면 대개는 이러한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관

광 형태가 가장 대중적이다. 하지만 의료관광이란 해외에서 의료서

비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을 겸한 초국적인 이동형태이다. 때

문에 단순히 경제적·물리적인 손익만을 계산하여 결정할 수 없는 그 

밖의 사회·문화·심리적 요인들과 해당 수요국의 의료문화 환경까지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통의 “의료수요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

해 이루어지지만, 동반되는 관광에 관한 수요는 자신의 문화권을 벗

어나는 여행에 대한 상상력과 이국성”(Robinson & Noveli, 2004; 

원종하·김민숙, 2011: 00 재인용) 내지 관광지에 대한 환상에 의해 

결정이 되기 마련이다(Dubinsky, 1994: 65). 이와 관련하여 Ankomah 

et al.(1995)의 연구는 관광객들이 가지는 주관적인 감정이 목적지

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

해, 특정한 장소를 방문하고 그 장소가 가지는 상품을 소비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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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결국 의료관광객을 포함한 전체 관광객들에게 있어 감정적인 

관계를 구매하는 것이기도 하다(Urdde, 1999; Sheth et al., 1999). 

이로 하여금 환자들은 보다 심리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장소에 동

화되며, 상대적인 선호와 이에 따른 이동을 촉발하게 된다(신용철, 

2006: 257). 일반적으로 의료관광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의료수가나 

시설, 의료수준 등의 기능적 측면에 해당하는 내재적인 속성과 특정 

공간과 상품에 대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지각상을 뜻하는 외재적 

속성으로 구분하였을 때, 앞서 건강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을 설명한 

내재적인 속성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

으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경우는 환자가 가지는 심리적 상태인 

외재적 속성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Zeithaml, 1988; Fandos & 

Flavian, 2006).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특정 장소가 제공하는 하나의 

공간상품으로 보았을 때, 국가나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외재적 속성이 개별적인 환자나 특정 수

요국가의 특수성 그리고 본 연구에 해당되는 러시아인들이 우리나

라를 목적지로 택하는 결정적인 요인과 타국과 비교 시 가지는 흡

입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이와 같이 관광의 종류를 막론하고 관광객의 관광 동

기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Crompton, 1979). 

따라서 의료관광을 선택할 시 작용하는 요인들 또한 비용과 지리적

인 조건 외에도 수 많은 요소들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며, 상

호 복합적으로 더욱 복잡한 형태를 띨 수도 있다. 더욱이 의료관광

은 단순히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몇 가지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이 위치한 국가와 지역, 기

후나 생활편의시설(amenity) 등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장소를 소

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경제적인 요소가 주된 원인으

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결국 그 안에 수 많은 잠재요소들이 혼합되

어 심리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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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의료관광은 국경을 막론한 환자들의 경제적인 의료선택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자신의 신체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 공간이 주는 

신뢰감과 매력의 척도가 우선시되기도 한다. 이처럼 의료관광에 미

치는 요소는 의료수준의 국제평준화에 따라 ‘장소 초월적’인 경제적 

성격을 강하게 띠기도 하는 반면, 심리적으로 지극히 ‘장소 고착적’

인 양면성 또한 가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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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환경의 배출요인

제1절 러시아 전반의 의료환경 낙후성

1) 물리적 측면

  냉전시대 사회주의를 경험한 러시아는 과학과 무기 산업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국민의 보건수준과 국토 내 

의료형평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 동안 의료분야의 재정 및 

관리 등 정부의 주도 하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경직된 분

위기와 비효율성은 매우 심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체제 전환 

이후 국가의 경제위기에 따른 예산부족과 공공의료시스템의 붕괴로 

더욱 악화되어 갔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b). 결과적으로 정부

의 경제적 위기에 따른 보건 분야의 재정 감소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는 그 동안 무상진료와 의료시설, 의료진의 양적 수준을 자랑하

던 러시아의 의료환경을 총체적인 위기로 몰고 갔다(김동묘, 2011; 

박혜경·원석범, 2012).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점은 물리적인 낙후성에서 드러난다. 

이는 정부 소유의 의료기관과 의료재원 및 시설에 대한 투자 감소, 

의료장비의 노후화까지 이어지는 가시적인 측면으로서, 지역 내 공

공병원 시설과 현대화된 민간병원의 공급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

다.22) 특히 “러시아 보건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볼 수 있

22) “과거 소련은 ‘86년 기준 약 23,500개의 병원과 360만여 개의 병상을 보유함
과 동시에 세계 1위의 의료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특히 28,000개의 여성상
담센터와 소아과, 응급실을 보유한 국가였으며, 인구 1,000명 대비 의사, 병원 
종사자 수가 상당한 수준에 속하였다. 이는 OECD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치이나, 
최근 들어 운영 효율성의 악화 등으로 폐쇄되는 병원이 늘어나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b: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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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차 진료 시스템은 거의 해체되었거나 유명무실해졌으며, 과거 

사회주의 시절의 자랑이었던 요양소 시스템(Sanatorium)23)도 사실상 

사라졌다.”24) 

  
  물론 개방 이후 경제발전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증가로 이를 만회

할 수 있을 듯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의 의료환경

은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25) 근본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소규모 지역의 병원들은 

기본적인 난방이나 물 공급도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이다(박

혜경·원석범, 2012: 24). 장비에 있어서도 “러시아 의료시스템은 첨

단기술 수술과 기본 수술 모두에 대한 장비가 부족하며 대부분의 

국립병원과 종합 진료소의 기본수술에 사용되는 장비는 낙후되어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 50).

“로켓을 쏘는 나라가 정작 실생활에 필요한 공산품은 또 제대로 

못 만들어요. 참 아이러니 하죠…(중략).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이

렇게 투자를 안 하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의료도 같은 맥락

이예요. 관리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 ○○○, 여, 40대, 예카테린부르크 거주 러시아인

23) 소련의 요양소(사나또리, Санаторий): 스파치료를 위한 1차 보건의료소의 개념으로
서 연령대를 구분하여 치료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퇴원 후 후속 치료를 위한 
환자들을 포함하며, 두 개 이상의 전문병원 분야와 연계되어있다. 소련 내 국민에게
는 국가에서 전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각종 의료시설, 병상, 영양소를 포함한 
집중화된 복합 회복센터이다.(소비에트대백과사전,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
педия)

24) 유니러시아 ‘러시아의 보건의료’ 카테고리 중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 항목을 
참고함.

25) WHO의 2000년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191개 국가 중 러시아의 의료수준은 
130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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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료기관   사설 의료기관 수 (전체 5~10%)

노후시설 온수시설 하수시설 난방시설

공공병원

전체 15%는 

1940년대

이전 건설

전체 병원의

30%는

온수공급이

되지 않음

전체 병원의

15%는 

하수시스템 

부재

전체 병원의

12%만이 

중앙난방시설을

갖춤

[그림 Ⅲ-1] 러시아 의료기관의 물리적 낙후성

자료: 유니러시아26), The Voice of Russia,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앞서 설명하였듯이 러시아 내 의료기관은 정부에 의한 공급체계

로 설립되고 관리되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환자들

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연방 및 지역정부의 소유이

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러시아 의료시설의 90% 이상은 영리를 추구

하지 않는 공공의료체제로서, 경제적인 투자와 현대화 작업은 물론 

민영화로의 개선흐름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주의 정권이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보건의료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여전히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크게 나누어, 러시아 의료기관은 연방정부 운영병원과 지방정부 

운영병원 마지막으로 민간병원으로 구분 할 수가 있는데(김동묘, 

2011), 나열한 순으로 그 규모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으며, 민간병원

을 제외하고는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질도 이

와 비례하여 축소되고 있다.27) 또한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입지 형

태와 분포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며, 환자들이 선호하는 현대식 민

26) 러시아 정보사이트(www.unirussia.com)
27) 러시아의 국영기업 가즈프롬이나 루코일 등의 석유·가스기업에서 운영하는 국

영기업 운영병원도 존재하나, 이는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에 한해 운영되므로 제
외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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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유형
선진국 내
장비의 수

(인구 백만 명당)

러시아 내
장비의 수

(인구 백만 명당)
러시아의

지체상황(lag)
초음파 230 78 3배

컴퓨터 단층촬영기 20 7 2.8배
MRI 10 3 3.2배

혈관촬영기 23 1 23배
선형가속기 5.2 0.35 15배

양전자 방사능 단층촬영기 1.2 0.08 15배
단일광자 단층촬영기 6.2 1 6배

간병원들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주로 대도시에 위치하는 특성을 보

인다. 때문에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와 수준 높은 질병관리를 위해서

는 상당한 이동시간을 감수하고 타 생활권이나 그 밖에 대도시 지

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결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의료기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물리적인 낙후

성은 단기간 내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보상받기 위한 환자들

의 대체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표 Ⅲ-1] 선진국과 러시아의 병원장비에 대한 격차

자료: Strategy of development of medical industry in the Russian Federation until 202028)

2) 사회·제도적 측면

  앞선 러시아 의료환경의 물리적인 낙후성은 러시아인들에게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개선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

제점은 비단 물리적인 부분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또 다른 취

약점들을 동반한다. 일례로 2011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보고에 

2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1: 5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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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러시아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설문조사 중 응답자의 43%가 

현 러시아 ‘의료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특히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 의사의 실력이나 의료서비스의 비용 증가, 

그리고 의료종사자에 대한 불신이 차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우상문, 2011). 이처럼 러시아 의료환경의 낙후성은 물리적인 부분

과 함께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실제 러시아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기점으로 국민보건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모든 의료

자원을 국유화·중앙집권화하고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29)(문경태·이상은, 2010: 91)하던 것에 반해, 체제 

전환 이후에는 이러한 방침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지원이 감

소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결국 이는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못

하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한 러시아 환자

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상의료에 대한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계

기가 되기도 하였다. 사실 상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나 중증

질환과 같은 고난이도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부수적

인 보험가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병원의 재정부족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부담으로 떠

안겨지고, 중병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치료비를 

병원에 지불하거나 별도로 개인 의료보험30)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

29) 국영의료보장제도: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러시아는 기존의 의료제도들을 
폐지하고 세계최초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의료제도(Semashko Model)
를 도입하였다. 이는 거의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확대되어 나갔으며, 이
러한 무상의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계의 부속
품으로서 고장없이 잘 작동하여야 사회 전체가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한
국보건산업진흥원, 2012c: 1)    

30) “러시아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Obligatory Medical 
Insurance, OMI)하에 공공 의료기관에서의 무상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동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는 적용이 되지만 복잡
한 시술에는 제약이 있어 환자들이 일정 부분 자비를 통해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 17-18)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
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건강보험제도(Voluntary Medical 



- 47 -

점들이 발생한다. 이처럼 체제전환 전후 러시아의 의료서비스는 제

도적 측면의 낙후성과 열악한 재정의 악순환으로 이어짐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과도기의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맞물린 것들로 인식하고 개선의 여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만성적인 사회적 의료환경은 환자들로 하여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언제나 불만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진의 근무태도와 의료종사자들의 경직된 관료문화이다.

  먼저 러시아 의료진의 불성실한 진료태도는 환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실질적인 부분으로서, 자국의 의료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에 적극 반영된다. 실제 대부분의 러시아 의료진들은 직업의식이 매

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만 일과업무를 수행하려는 

수동적인 경향이 강하다. 이는 환자들을 진료함에 있어 고스란히 불

성실한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에는 저임금에 따

른 의료진들의 사기저하와 비숙련전문의들의 양적 배치31)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실제 2006년도 러시아 연해주에 위치한 블

라디보스톡의 고급 전문의 한 달 급여가 9,000루블(한화 약 36만

원)로 책정되었다. 이는 같은 지역 환경미화원보다도 적은 급여수준

이다.32) 즉 진료비 수가방식이 아닌 일괄적인 봉급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때문에 사실상 러시아는 기초학문으로서의 의료분야 연구가 

매우 뛰어나면서도, 의료진에 대하여 사회적 차원에서의 적절한 보

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Insurance, VMI)에 의해 일정부분 보완되고 있다. 
31) 특이할만한 점은 러시아가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5.01명(OECD 평균 3.0명)

으로 세계에서 의료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편이라는 점이다.(2010 OECD 
Health Data) 다만 이는 주로 1차 진료 위주의 비전문 보건의들을 대량으로 양
성 배치한 결과로 예측된다. 때문에 러시아의 의료환경은 경증의 경우 그 처방
이 비교적 간단하고 접근이 쉬운 편이나 중증질환의 경우 이를 담당할 전문 의
료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32) 의협신문, 2006년 10월 9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맞은 한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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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봉급이 워낙 박봉이다 보니 정말 대충 진료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대체로 20,000루블(약 70만원)을 받는 것이 고작이니 얼

마나 적은 액수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시설이나 서비

스가 좋은 사립병원을 선호해요.”

- ○○○, 여, 20대, 모스크바 거주 러시아인

[그림 Ⅲ-2]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 부담률33)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d), WHO 자료 종합

  이 밖에도 최적의 치료과정상 필요한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의 부

재가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11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대다수의 의료진들은 환자와 상의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치료를 행하며,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증

33) [그림 Ⅲ-2]와 같이 동일한 무상의료 국가인 러시아와 영국은 다음과 같은 차
이를 보인다. 특히 러시아는 공공부문 중 전체 의료비에 대한 부담률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 49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의료진

월평균 급여 $335 $435 $535 $560 $730 $860

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실제 환자들의 약 50%가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과 관련하여 의사와 

어떠한 상의도 없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러시아 환자

들의 자국 내 의료진들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족과 변화의 필요성 

대두로 연결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 81). 다만, 정

부는 이러한 의료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의 개선필요성을 크게 느

끼고 있으며, 제일 먼저 인사부문의 개혁 하에 의료진들의 연봉을 

상당수 증가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2] 의료진들의 예상 급여 인상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1)

  마지막으로 러시아 의료환경의 사회적인 문제점으로서 경직된 관

료제와 부패현상을 들 수 있다. 러시아의 관료제는 역시 공공의료서

비스 부문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 중에 하나이다. 대체로 이는 

공공 의료기관의 행정상에서 발생되며, 환자들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급행료의 대가로 2002년 한 해 동안 총 6억 2백만 달러를 지

급하기도 했다. 이는 실제 러시아 내 공공부문 중 개인이 바치는 가

장 빈번하고도 규모가 큰 관료제의 폐해로 조사되기도 하였으며, 이

들에게는 일상에서의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다.34) 이렇듯 환자가 개

인적으로 지불한 뇌물은 곧 의료인력들에 의한 환자의 차별로 이어

지게 되며, 그러한 차별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이유로 환자의 입장에

서는 자신의 부담을 늘려가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노력한

다.

34) 중앙일보, 2002년 10월 10일, ‘러시아 뇌물규모 한해 4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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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러시아 공공의료서비스의 환자부담 규모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usinessStat(2010), Mesi(2011)35)  

“한 번은 항암치료 중인 환자가 구급차를 불렀는데, 이런 환자는 

태우면 재수 없다고 병원 측에서 이송도 안 해갔다고 해요…(중

략). 덩달아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치료비도 적지 않아서 싸게 살 수 

있는 가짜약도 난무한다고 하고요.”

- ○○○, 여, 20대, 부산 ○○병원 국제진료팀 직원

  

  이와 같이 러시아 전역에 만연한 물리·사회제도적인 의료낙후성은 

끊임없이 자국민들로 하여금 자국의 의료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며 

해외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찾게끔 만드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국제의료관광의 송출량 역시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도 하다.

3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1: 10)에서 재인용 및 재구성

3.8
3.4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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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러시아 의료환경의 지리적 불균등성

  의료자원량에 따른 지역 간 보건수준의 격차는 오랫동안 의료분

야와 함께 지리적인 과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의료시설의 

불균등분포나 환자의 지역이동은 다양한 성격과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윤희숙, 2007). 이는 다시 크게 나누어 국토 전반의 의료환경 

형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미시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의료환경 특수성을 면 히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한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료환경의 지리적 입지는 특정 지역이 가지

는 의료서비스의 과잉과 부족 혹은 고립과 제한성 등을 환자들의 

건강상태와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의료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이로 인한 환자들의 자발적인 이동현상까

지 예측해 보기위해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절

에서는 러시아 국토 내의 전반적인 의료현황과 함께 극동지역이 가

지는 의료환경의 수준과 위치를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지역적 불평등성과 지리적 한계성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이에 대한 

환자들의 진료이동 현상을 탐구하도록 할 것이다.   

[그림 Ⅲ-4] 러시아의 행정구역 (8개 연방 관구)36)

극동지역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 52 -

명   칭 면적(㎢) 인구(천 명) 행정 중심

1 중앙 연방관구 652,800 37,118 모스크바

2 북서 연방관구 1,677,900 13,437 상트페테르부르크

3 남부 연방관구 418,500
22,969

로스토프나도누

4 북카프카즈 연방관구 170,700 퍄티고르스크

5 볼가 연방관구 1,038,000 30,109 니즈니노브고로드

6 우랄 연방관구 1,788,900 12,280 예카테린부르크

7 시베리아 연방관구 5,114,800 19,561 노보시비르스크

8 극동 연방관구 6,215,900 6,440 하바롭스크

[표 Ⅲ-3] 러시아 8개 연방 관구37) 목록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2010a), 위키백과(Wikipedia) 자료 종합

  러시아는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을 포함한 중심지역에서 물리적으

로 멀어질수록 의료장비나 서비스가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이로 인

한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이 심한 국가 중에 하나이다. 더욱이 러시아

연방 통계청(Goskomstat)38) 자료에 따르면 수도 모스크바를 기준

으로 가장 먼 지역에 해당하는 극동 연방관구(이하 극동지역)는 러

시아 내 타 도시들과 비교하였을 때 주민들의 보건수준이 가장 낙

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극동지역 내에 위치한 연해주

의 신규 등록 환자의 수는 지난 10년간 러시아의 평균치보다 더 높

은 실정이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1), 경제적인 발전은 물론 

의료수혜를 받지 못하는 의료서비스 오지에 해당되고 있다. 또한 실

제로 이는 극동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는 물론 만성적인 의료서

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기도 하며, 2010년을 기준으로 극동

지역의 인구수는 약 640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

36) ‘Federal district of Russ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37) 러시아는 행정편의상 전체 국토를 크게 8개의 연방관구로 경제구역을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더 세 하게는 46개의 주(oblast'), 21개 공화국(republic), 4개 
자치 오크룩(autonomous okrug), 9개 크래이(kray), 2개 연방시(gorod: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1개 자치주(autonomous oblast': 예브레이)로 구성되어 있다.(두산백
과 doopedia)

38) Russian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www.gk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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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관구 남성/여성 남성 여성

남부 70.57 65.27 75.78

중앙 69.35 63.47 75.33

북서 68.20 62.18 74.28

볼가 68.47 62.32 74.75

우랄 68.60 62.62 74.68

시베리아 66.99 60.98 73.20

극동 65.86 60.07 72.17

문에39) 이러한 상황은 보건의료를 포함한 극동지역 전반의 열악한 

생활환경40)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2009년 러시아연방 통계청 자료에서는 극동지역이 러시아 

내 연방 관구 중 가장 낮은 기대 수명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그

러한 점에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에 따른 환자들의 평균수명은 러시

아 내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과 지역별 보건환경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 [표 Ⅲ-4]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 국토

를 총 7개의 연방으로 분리41)하였을 때, 대체로 수도권을 포함한 

중심지역에서 멀어질수록 거리에 반비례한 평균수명의 하락을 관찰 

할 수 있다. 

[표 Ⅲ-4] 각 연방 관구별 남녀 평균 기대수명 (단위: 연령)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2009)

  이와 같이 지역별 평균 수명은 해당 지역 내의 전반적인 의료환

경과 보건수준의 단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러시아 내 의

료서비스의 지리적 불균등성을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도 한

다.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지표들로는 의료시설의 분포와 의료진

39) 2012년도 기준: 6,265,833명(러시아연방 통계청, 2012)
40) GRP 전국 최하위(러시아의 1/17 수준)의 열악한 경제 상황(외교통상부, 2011)
41) 북가프카즈 연방관구는 지역의 규모와 적은 인구수를 고려하여 남부연방관구와 

합쳐 기대수명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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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질병률에 관한 지역별 비교를 통해 

보다 가시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그 중 의료기관의 양적인 공

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의료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

로서 지역별 환자들의 건강수준과 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1) 의료시설 및 의료진의 공급 문제 

  극동지역이 가지는 의료환경의 불균등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

장 먼저 해당 지역과 타 지역 간의 보건지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

다. 그 중에서도 환자들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과 이에 속

한 의료 종사자의 공급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며, 의료환경이 

가지는 불균등성의 단적인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적 평준화를 추구한 사회주의 경험 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환경의 지역별 불균등성이 매우 심한 국가 중 

하나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시설과 전문인력을 포함한 고차 의

료서비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분포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민영종합병원의 경우, 2010년 기준 총 224

개소로서 전체 의료기관의 1/10에 해당되며, 그 중 90% 이상은 수

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다(러시아연방 통계청, 2010). 

결국 중심지역권에서 벗어난 러시아 내 타 도시들은 지역에서 운영

하는 공공의료기관 이외에 환자의 선호에 따른 선택적인 진료를 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공공병원 역시도 도시의 인구와 지

역수준이 반영된 편중 현상이 심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러시

아 내 의료환경의 불균등성은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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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종합병원 수 외래진료소 수

모스크바시 232 1,521

상트페테르부르크시 110 460

극

동

지

역

사하공화국 65 83

캄차카 39 61

연해주 99 150

하바롭스크 85 174

아무르 68 192

마가단 21 32

사할린 35 115

예브레이 17 33

추코트카 1 37

지역 인구 10,000명 당 의사 수 인구 10,000명 당 간호사 수

모스크바시 80.7 102.2

상트페테르부르크시 84.7 103.8

극

동

지

역

사하공화국 54.5 134.2

캄차카 45.7 111.8

연해주 52.0 83.1

하바롭스크 57.0 99.7

아무르 59.2 117.1

마가단 55.0 152.3

사할린 47.8 128.4

예브레이 35.2 118.7

추코트카 80.8 160.9

[표 Ⅲ-5] 주요도시와 극동지역의 의료기관 수 (단위: 개소)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2008·2010b)

[표 Ⅲ-6] 주요도시와 극동지역의 의료종사자 수 (단위: 명)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2008)

  위와 같이 러시아는 일부 중심도시로의 의료서비스 편중현상이 

각 지역과 도시별로 심한 편차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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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 의료서비스의 수혜지역으로 볼 수 있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

르부르크 등의 대도시는 극동에 위치한 각 지역들과의 비교에서 월

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물론 이는 지역의 인구와 면적 그리

고 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토대로 보다 정확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도 있는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에 따른 전문의의 공급률을 보

았을 때 극동지역이 처한 의료환경의 불평등성은 상대적인 의료서

비스의 오지임을 입증시켜 준다. 뿐만 아니라 비전문 의료인력이나 

간호사에 의한 진료, 지역별 의료진에 대한 봉급의 차이나 이에 따

른 전문의들의 직업의식과 실력수준 차이는 극동지역이 처한 의료

환경의 양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상대적인 불평

등까지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저희는 전반적으로 의료와 관련한 자원이 열악해 당지 주재관 

안내서에‘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의료수준이 낮으니 가능하면 한국이

나 제3세계에서 치료받기를 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요.”

- ○○○, 남, 50대,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영사

  
[그림 Ⅲ-5] 블라디보스톡 중앙병원의 내부 의료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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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관구 급성 장염 세균성 이질 바이러스성 간염

중앙 473.5 7.9 51.6

남부 487.3 20.7 38.4

북서 735.5 11.3 113.8

볼가 511.6 14.4 65.0

우랄 702.4 9.4 82.1

시베리아 657.8 15.2 74.7

극동 857.1 24.2 86.2

2) 보건자원 수준에 따른 질병의 증가

  의료기관과 의료진 등 의료환경의 기초적인 공급이 일정범위 환

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는 곧 사망률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중에서도 지역에서 발생하

는 질병률은 이러한 진행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극동지역은 전염병 및 기생충에 의

한 사망률과 외상에 의한 사망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b), 극동지역 전반의 이와 같이 높은 

질병률은 다양한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인

들의 질병을 전염병과 주요 만성질환으로 크게 분류해 보았을 때, 

이는 각각 기초 보건수준에 해당하는 1차 진료환경과 위생환경 그

리고 주요 특정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의 공급과 고차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의료환경 전반의 근거가 된다. 하

지만 극동지역의 이러한 낙후성과 이에 따른 질병의 증가는 환자들

의 의료요구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인 불평등

에 의한 박탈감과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표 Ⅲ-7] 각 연방 관구별 전염병 환자 수 (인구 10만 명 당)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20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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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급성 장염 세균성 이질 바이러스성 간염

모스크바시 479.1 7.4 66.0

극

동

지

역

사하공화국 684.3 66.5 98.2

캄차카 832.5 3.1 239.4

연해주 992.0 17.1 61.4

하바롭스크 642.3 22.4 86.9

아무르 758.3 15.1 48.1

마가단 904.4 9.5 64.1

사할린 1561.7 13.4 142.3

예브레이 419.7 10.2 42.4

추코트카 831.5 29.6 124.1

[표 Ⅲ-8] 주요도시와 극동지역의 전염병 환자 수 (인구 10만 명 당)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2010c)

  일반적으로 비대도시권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자원의 

양적 불균형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지방도시인 수도권 이외의 도시지역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급부

족현상이 발생한다. 다만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불균형 해소

를 위해 적극적인 지역적 평준화에 힘쓰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상위 

도시로의 지리적 접근성 단축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극동지역은 타 지역으로의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뿐더러, 지역 내 상위도시들 역시 의료환경의 고차중심지 역할

을 하지 못하고 동일한 낙후환경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극동지역의 주요 도시인 블라디보스톡과 하바롭스크는 

해당 도시의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

려 지역(극동 연방 관구) 내에 위치한 타 도시들보다 높은 질병률

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실상 이들은 상급 의료 목적지

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내 환자들로 하여금 

러시아 내 타 지역으로 진료이동을 촉구하는 환경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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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종양 신경계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외상 및 중독

모스크바시 8.8 8.7 16.0 331.0 18.8 91.9

극

동

지

역

사하공화국 10.7 32.0 29.8 461.5 77.7 104.0

캄차카 10.7 11.3 41.0 385.1 30.7 92.3

연해주 9.6 14.9 19.5 308.7 37.5 134.0

하바롭스크 7.8 8.0 15.6 329.5 25.7 103.5

아무르 8.2 18.1 23.3 319.9 40.3 85.8

마가단 8.5 9.1 17.1 331.7 20.7 107.4

사할린 10.7 12.0 26.7 358.7 104.4 71.7

예브레이 9.1 7.8 20.1 309.6 27.8 99.1

추코트카 14.7 24.0 30.3 570.7 57.7 123.5

[표 Ⅲ-9] 주요도시와 극동지역의 특정 질환자 수 (인구 천 명 당)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20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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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제약

  의료환경의 제한성은 환자의 수요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로의 접근

성을 의미한다. 다만 극동지역이 가지는 고차 의료서비스로의 지리

적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인 점을 중심으로 하여 극동지역 러시아인

들의 지역이동과 나아가 본 논문의 주제인 초국적 진료이동의 원인

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이는 거리 즉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서

비스로의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환자들이 느끼는 심리

적인 접근과 그에 따른 제한성을 살펴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낙후된 의료환경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환자들

이 진료이동을 하는 패턴과 물리적 거리에 따른 이동의 제한, 마지

막으로 극동지역 내의 의료환경 분포의 적합성을 사례로 심리적 제

한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현상을 다루도록 할 것이다. 

  우선 국내에도 이와 비슷하게 지역 간의 의료자원 불균형이 발생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국토의 면적과 

이에 따른 지역 간의 이동성은 러시아의 극동지역이 직면한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와는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42) 대표적인 

예로 교통수단과 시간적 거리축소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이용 가능

성 증대는 국내에서 지역 간에 유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면, 러

시아 극동지역은 이와 상반된 여건으로 보다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

음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극동지역은 러시아 내

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에 포함되며, 지역 내 

상위도시들 역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해

당 지역 환자들은 자신의 의료권에서 받을 수 없는 상위진료를 위

해 거주 지역을 벗어나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며, 타 지역으로의 이

동에 있어서도 러시아 국토가 가지는 물리적인 특성상 한계점에 다

42) 김진현 외(2010)에 따르면 의료환경의 차별적 지역발전에 대안으로 국내의 암
환자들은 교통수단의 발전과 일일생활권이 가능한 국토 특성상 대도시 상급종합
병원으로의 이용에 큰 한계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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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된다. 

  실제로 [그림 Ⅲ-6]과 같이 극동지역 내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의

료서비스는 인접한 시베리아 연방 관구(이하 시베리아 지역) 내 상

급의료기관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국토 내에서 

차선의 진료권을 설정하게 될 경우, 바로 인접한 경제 또는 생활권

으로의 이동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베리아 지역 역

시도 러시아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의료환경에 놓여있기는 마

찬가지이며, 그 중 고차 의료중심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수도 노

보시비르스크 또한 지역 내 환자들이 국내외로 진료이동을 하고 있

는 형편이다.43) 결국 극동지역 거주 환자들은 해당되는 중증질환과 

고차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자국 내 목적지로 수도 모스크바의 상

급병원을 이용한다. 다만 이러한 진료이동에서 극동지역 환자들의 

진료권 확장이 적절한 수준의 범위인지에 관한 의문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동일 문화권 내에서의 치료와 언어소통의 편의가 환자가 

감당할 수 없는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을 만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는지는 국가를 초월한 환자들의 공통된 성향을 통해 더욱 분명히 

파악될 수 있다.  

  러시아의 국토 상 동서축 양극단에 위치한 수도 모스크바와 극동

지역의 경우 이러한 물리적인 거리가 일반적인 환자들의 진료권을 

초월하는 범위로 판단할 수 있다.44) 따라서 같은 국가 내에서 시간

대와 생활권이 상이한 현상이 빚어지게 되며,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도 그 접근성에 한계를 가지기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극동지역 환자

43)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b)에 의하면 시베리아 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베리아 연방 관구는 극동지역 다음으로 기대수명이 낮은 지역에 해당
하며, 전염병 및 기생충, 호흡기 질병, 외상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보건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인구가 대
다수일 것으로 추정한다.”

44) 극동지역 최남단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톡과 수도 모스크바와의 물리적 거리는 
6,430km 이상이며, 이는 시베리아 횡단열차(TSR)로 9,334km, 열차로는 6박 7일
(156시간)의 소요되며, 항공편으로도 9시간이 넘어가는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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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러시아 내 각 지역별 환자들이 동일한 이유로 모스크바의 

의료시설을 찾고 있으며, 이는 일 년에 가까운 대기시간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내 특정 도시

의 의료수요 포화현상과 물리적 접근의 제한성에 따라 극동지역 환

자들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국경을 넘는다는 부담감을 감수하고 인

근 국가의 보다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이동이 적합한 근거가 되

고 있다.

[그림 Ⅲ-6] 극동지역 환자들의 자국 내 제한적 진료권 예상도45)

  이는 Deloitte(2008)가 설명하는 전형적인 아웃바운드(out-bound) 

진료이동의 형태로서 자국의 의료환경을 벗어나 해외로 이동하는 

환자들의 현상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만 러시아 극동지역 환자

들의 경우 지역 내 의료환경이 가지는 낙후성과 자국 내 고차의료

중심지로의 인트라바운드(intra-bound)가 물리적인 제한성을 가지

는 이유가 주된 원인이자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러시아

는 해외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in-bound) 형태까지 포함

45) ①모스크바, ②노보시비르스크, ③블라디보스톡

 의료적 제한

물리적 제한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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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 종류의 진료이동이 모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국

의 의료적 수준과 국토의 면적상 타 국가에 비해 해외로 나가는 진

료이동 형태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 내 이

동인 인트라바운드가 가지는 제한성에 이미 한계를 경험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물리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해외로의 이

동에서 합리성을 찾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7]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의 진료이동 형태46)

  실제로 러시아 극동지역 환자들은 10시간에 가까운 장거리 비행

을 부담스러워해 진료이동의 차선지로서 해외에 위치한 상급의료기

관을 찾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나 태국으로 

의료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 해 평균 1만 여명이 넘으며, 뒤늦게 

외국인 환자유치에 뛰어든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요까지 합친다면 

2013년까지 10만 여명의 극동지역 환자가 아시아권으로 진료이동

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47) 이처럼 극동지역의 환자들은 자국 

내 고차의료중심지로의 물리적 제한성에 따라 동일 지역권이라고 

여기는 근거리 국가의 상급 의료기관을 선택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가 이용하

46) Deloitte(2008)의 의료관광 형태:
   ①아웃바운드: 타국으로 의학적 치료를 받기 위해 떠나는 유형, ②인바운드: 외

국으로 부터 자국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여행을 오는 유형, ③ 인트라바운드: 자
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유형. 대부분은 자신의 지
역보다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찾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Deloitte, 
2008; 이희승 외, 2010: 347 재인용)

47) 데일리메디, 2009년 4월 3일, ‘외국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의료관광 “팁”’/뉴스한
국, 2009년 7월 13일, ‘명품의료관광 VS 중저가 의료관광 한국의 선택은?’

 • 자국과 해당지역의 의료환경 낙후성

 • 고차 의료서비스 이용의 지리적 제한

 • 언어와 문화, 국경을 넘는 부담감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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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료관광지는 크게 5개 국가로서 싱가포르와 태국, 중국, 한국, 

일본이 주요 목적지가 되고 있다.48) 이들 국가는 모두 동아시아권

에 포함되는 지역들이자 블라디보스톡에서 항공편으로 최대 9시간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태국은 저렴한 의료수가를 바탕으로, 

싱가포르는 상질의 의료서비스를 의료관광의 핵심전략으로 내세워 

2005년도를 기점으로 이를 시행하였으나, 환자들의 지리적인 근접

성 추구는 점차 의료관광의 후발국가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

라로 그 진료권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한국으로

의 의료관광 비자 발급건수가 해마다 100%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그 동안에 한국을 경유해 동남아시아로 향하던 환자들이 회귀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의 진료권 경계는 

점차적으로 더욱 축소되고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49)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이와 같은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도입

된 유‧헬스시스템(U-Health System)50)이 최근 보편화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통해 거리의 한계는 물론 선진 의료국의 우수한 의료서

비스를 물리적 이동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

다. 하지만 아직은 사업의 초기단계라는 점과 그로 인해 많은 환자

들로부터 검증되지 않았다는 부분, 마지막으로 기존의 환자들이 의

사와의 면대면(face-to-face)방식에 익숙하다는 점을 들어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과 극동지역의 국제진료이동 역시 기술로 인한 대체

가 쉬운 분야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러시아와 같이 방대

한 국토를 가진 국가의 경우 이러한 의료시스템이 가지는 장점으로 

공간적인 제약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중증의 질병내지 수술을 통한 

48) 이코노미스트, 2013년 3월 11일 1178호, Special Report - ‘러 신흥갑부 “노
비 루스키”잡아라: 러시아 의료관광 메카로 떠오른 부산’

49) 데일리메디, 2012년 9월 4일, ‘러 극동 심장 블라디보스톡서 본 한국 의료-현지 
환자 해외로 빠져 골머리…원정진료 최고 인기국 “애증(愛憎)”’

50) 의료와 IT를 접목한 것으로서 의사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환자를 진료하
는 원격진료 시스템이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취약계층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21세기 복지 인프라’로 평가되기도 한다.(매일경제, 2009
년 7월 29일, ‘원격진료 u헬스시대 활짝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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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물리적인 시설 즉 의료기관에 내원해야 한

다는 장소 고착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 효용성을 입증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해마다 국경을 넘어 진료를 받는 극동

지역 환자들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리적 근접성은 

여전히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Ⅲ-8] 블라디보스톡의 ‘유·헬스 센터’ 내부 전경



- 66 -

제4장 극동지역 환자들의 초국적 진료이동 형태

제1절 의료관광 특성  

  앞선 러시아 극동지역의 의료환경 여건을 바탕으로 ‘극동지역 환

자들은 자신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 의료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며, 

해당지역이 가지는 지리적 불평등성과 제한성에 따라 초국적 진료

이동을 한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또한 근접성에 따른 의료

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극동지역 환자들의 선호도와 이동의 

증가는 극동지역과 우리나라가 가지는 의료 네트워크51)의 중요성을 

한층 강화시켜주는 요소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가

설을 입증함과 동시에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만이 가지는 구체적

인 진료특성과 의료관광 행태를 관찰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되

었다.

  설문의 합은 총 104부로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에 위치한 11개 

의료기관에서 각각 수집되었으며,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 환자

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을 통해 극동지역으로 부터의 방

한 의료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이동의 주된 동기와 방한 후 진

료이동의 특성을 밝힐 수 있었다. 피설문자에 대한 기본사항 및 기

초정보는 [그림 Ⅳ-1]과 같으며, 대졸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

하는 환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대체

로 부부나 가족단위로 진료이동을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남녀 간 

비율상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설문은 총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러시아인들의 진료권에 대한 공간적인 개념과 

우리나라가 가지는 의료관광자원의 흡입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부

문이 별도로 추가되었다. 다만 본 장에서는 러시아인들의 진료이동 

51) 여기서의 의료네트워크란 크게는 러시아 극동지역으로부터 우리나라로의 환자 
이동량을 의미하며, 두 지역 간의 의료진 교류와 업무협력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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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러시아의 의료현황

국제 의료관광의 배경, 러시아 의료환경의 문제점,

의료환경 만족도

PART 2.

러시아인의 의료관광 특성

의료와 관광의 비중, 의료관광에 관한 정보습득 

경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관리 성향(종합검

진 빈도, 예방접종 빈도 및 종류, 연간 의료비 지출)

PART 3.

러시아인의 거리감각 특성

일상생활을 위한 평균 소요시간, 러시아인들의 지

역권 개념(교통수단별), 질병의 경중도에 따른 이

동 감수시간

PART 4.

한국으로의 이동원인

방한 의료관광의 주된 목적, 주변 의료관광 대상

지들의 특성 파악(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국

내 의료관광지 중 선호하는 도시, 이유 및 교통수단

PART 5.

의료관광객 기본정보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거주형태, 학력, 직업, 한

국 방문 횟수, 의료목적 방문 횟수, (복수방문 시) 

최초 방문 목적, 향후 방문 시 목적 

배경과 자국 의료환경의 구체적인 문제 요소를 살핌으로서 해당 가

설에 대한 근거를 재차 확립하고,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의 진료이

동 형태를 세부적으로 밝혀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방한 후 보이는 

의료관광 행태와 국내 목적지 중 서울과 부산의 선택원인을 환자들

이 가지는 심리적인 차이를 통해 규명하도록 할 것이다.

[그림 Ⅳ-1] 피설문자에 대한 기초사항 및 기본정보

[표 Ⅳ-1] 설문지 구성 및 주요 설문 문항

대졸(68%)

학력 직업
전문직

(28%)
월소득

30,000루블~(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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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관광의 배경 및 원인

 
  설문 결과 국내에 입국한 극동지역 러시아인 환자들은 자국의 의

료환경 낙후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보다 수준 높은 의

료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러시아의 

의료환경을 탈피해 해외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신뢰하

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내의 이러한 의료환경은 비단 

물리적인 낙후성에서 뿐만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불신과 비효율적

인 의료절차시스템 등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인 원

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들이 자국의 의료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과 이러한 해외로의 진료이동을 선택하

는 과정은 관련성이 매우 짙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종합된 설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러시아의 의

료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과, 해외 의료환경과의 비교에서 자

신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음을 인식하는 환자는 전체 모

집단 중 69명(66.3%)에 달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러시아의 의료환

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국가와 

관계없이 보다 우수한 진료기관을 택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

는 환자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자국의 의료환경에 대한 극단적인 

답변을 피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환자 본인이 체감하는 러시아의 

의료환경 만족도를 리쿼드 척도를 이용해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추

가하였다. 결과는 매우 만족(+3)의 수치에서부터 매우 불만족(-3)

까지의 7점 척도 중 평균 -0.63을 보이며 이들이 자국의 의료환경

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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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극동지역 환자들의 주된 의료관광 원인 (단위: 명)
  

[그림 Ⅳ-3] 러시아 의료환경의 구체적인 낙후 요소52) (단위: 명)

(51)

(25)

(18)

(11)

(4)

자국의 의료환경에 대한 낮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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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국제의료관광을 하는 대다수의 극동지역 환자들은 자

국 내지 지역 내의 의료환경 낙후성을 주된 이유로 해외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낙후성은 물리

적인 특정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사회·문화·행정 등 의료환

경을 구성하는 전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 그 밖에도 극동지역이 가지는 지리적인 특성상 고차

의료중심지로의 물리적인 제한성이 강한 뒷받침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환자들의 불만과 상위진료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초국적 진료

이동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의료관광의 목적과 행태

  의료관광을 함에 있어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이 가지는 가치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였다. 설문

방식은 앞 절의 ‘러시아 의료환경 만족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리쿼

드 척도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매우 관심(+3)에서 무관심(-3)의 7

점 척도 중 평균 1.9의 수치를 보이며 건강에 대한 강한 관심과 애

착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총 설문 응시자 중 94명의 환자가 한국을 

방문한 목적으로 ‘의료(Medical)’의 항목을 선택하였으며, ‘의료와 

관광 모두(Medical+Tourism)’를 방한 목적이라고 대답한 환자는 9

명, ‘관광(Tourism)’은 1명에 그쳤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에게 있어 의료관광의 주된 목적이 의료적 

속성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비교적 관광에 치우치거나 단순 

의료행위가 주된 형태를 이루는 선진국형 ‘웰니스 관광’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2) 러시아 환자들이 느끼는 자국과 지역의 의료환경 불만요소가 상당수 복합적으
로 드러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문항은 중복선택을 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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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극동지역 러시아환자들의 의료관광 속성 비중

“대부분의 러시아 환자들은 바쁜 일정을 쪼개 한국에 오시는 분들

이 많아요. 서울이나 부산에 업무 차 들렀다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중략). 때에 따라서 제가 숙박시설을 예약 해주거나 

관광지 소개를 해 주기도 하고 동행도 해봤는데... 몇 가지 간단한 쇼

핑 말고는 우리나라 관광에 흥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

- ○○○, 여, 30대, 부산 ○○병원 코디네이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기타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
해 더욱 확실한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다. [표 Ⅳ-2]는 그러한 점
에서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 한 상위 6개국의 전체 입국자 중 
실제 의료관광객의 비율을 알아본 결과이다. 단순히 의료관광객의 
절대량만으로 방한 목적을 파악하기에는 해당국가의 인구와 지리적 
근접성에 따른 교류, 관광일정과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할 수 있는   

9명(9%)

94명(90%)

1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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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총 입국자(명) 총 외국인 환자(명) 비율(%)

미          국 694,990 27,529 3.96

일          본 3,270,290 22,491 0.68

중          국 1,757,951 19,222 1.09

러    시    아 82,604 9,651 11.68

몽          골 48,632 3,266 6.71

캐    나    다 112,417 2,501 1.82

응급환자의 수 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다수 개입될 여지가 있

으므로, 전체 입국자 중 어느 정도의 관광객이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며, 이러한 목적 성향은 타국과의 비교에

서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Ⅳ-2] 전체 입국자 중 의료관광객 비율 (상위 6개국)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 자료 종합

  

  결과는 상위 6개국 중 러시아의 의료관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

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목적으로서 의

료적 속성(medical factor)이 러시아인들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이다. 환자의 절대 수만을 파악하더라도 러시아는 

상위권국가에 포함되지만, 그 비율을 확인하였을 때 이러한 성향은 

더욱 분명해짐을 알 수가 있다. 오히려 북미권 국가는 전체 입국자 

수에 비례하여 의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의료관광을 하는 환자

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역시 

근거리 유사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를 목적으로 방한하는 수

는 전체 입국자 수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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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총 외국인 환자

2011년도

의료관광사증 발급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C-3-3 G-1-10

미          국 13,976 21,338 27,529 0 1

일          본 12,997 11,035 22,491 0 10

중          국 4,725 12,789 19,222 650 76

러    시    아 1,758 5,098 9,651 1,215 769

몽          골 850 1,860 3,266 458 101

캐    나    다 984 1,714 2,051 0 0

베    트    남 327 921 1,336 47 4

필    리    핀 356 957 1,178 2 0

영          국 463 678 964 0 0

사우디아라비아 218 380 920 0 0

호          주 384 708 848 0 0

독          일 543 623 835 0 0

카 자 흐 스 탄 128 346 732 104 12

프    랑    스 574 638 674 0 0

인          도 267 382 614 0 0

우 즈 베 키 스 탄 113 298 491 9 10

싱  가  포  르 168 329 468 0 0

홍          콩 299 372 437 0 0

인 도 네 시 아 183 283 424 13 0

태          국 133 290 417 0 0

대          만 205 259 403 0 0

말 레 이 시 아 126 258 323 0 0

브    라    질 96 200 294 0 0

뉴  질  랜  드 169 224 251 0 0

방 글 라 데 시 78 176 251 1 2

이  탈  리  아 117 153 218 0 0

캄  보  디  아 41 90 209 26 0

나 이 지 리 아 100 146 201 0 0

파  키  스  탄 174 143 182 0 0

남아프리카공화국 68 103 170 0 0

[표 Ⅳ-3]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통계 (상위 30개국)53)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 자료 종합

53) 2011년도 기준 외국인 의료관광사증의 절대치는 이를 집계하는 담당기관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 국가별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무관하므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해당 자료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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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점에서 [표 Ⅳ-3]은 더욱 순수한 ‘의료목적’의 환자를 파

악하기에 용이하다. 해당 도표에서와 같이 실제 의료관광을 목적으

로 방한한 상위 30개국 중 러시아인들의 의료목적 비율과 의료관광

비자의 발급건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러

시아 환자들의 방한 목적 중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파악 할 수 있을뿐더러, 의료관광비자가 굳이 필요하

지 않은 단순 건강관련 행위를 하는 의료관광객들과는 차별적인 모

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또한 30개국 중 우리나라와의 물리적 거리

가 비교적 가까운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의료관광비자 발급건수

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는 지리적인 근접성이 목적지 선택에 

있어 중요한 선택요소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통계에서 나타나듯이 북미권 국가에 해당하는 환자는 대다

수 국내 거주 이민자이거나 순수한 의료관광객이라 할지라도 의료

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관광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절

대적인 의료관광객 수는 많으나, 실제 의료관광비자 발급건수는 장기

요양에 해당되는 ‘G-1-10’에서의 10건 말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를 통해 일본인들은 경증이나 미용, 한방 등 시술적인 치료를 겸해 

근거리 관광을 하는 일반관광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을 알 수가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정식으로 병원 측과 연계하

여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관광객들이 주목할 만 한 수치

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절대적인 수와 상대적인 비율이 모두 높

았던 러시아 환자들은 해당 30개국 중 의료관광비자 발급건수가 가

장 많았으며, 이는 러시아 전체 의료관광객 중 1/4에 해당하는 수치

이다.54) 

54) 러시아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집계한 수치를 통해서는 더욱 많은 환자들이 집계
되기도 하는데, 2011년도 전체 러시아 의료관광객 9,651명 중 3,404명에 해당
되는 러시아 환자가 방한 의료관광비자를 한 해 동안 발급 받은 것이니 러시아
인들의 방한 목적이 의료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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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제진료팀에 3년 근무하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봐왔는

데 일본인들은 몸에 칼을 대지 않으려는 습성이 강해요. 그래서 주

로 피부미용이라든지 물리치료, 한방관련 체험을 많이 하고 가요. 

수술은 일본에서 하겠죠. 남의 나라까지 와서 마취하고 수술하고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국내관광을 할 때 여행

사에서 주는 쿠폰북이 따로 있어요. 그 중에 의료하고 관련된 체험

을 관광일정 중에 하는 거죠. 반면에 러시아인들은 달라요. 처음부

터 러시아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하든 에이전시를 통하던 반드시 

예약을 하고 어떠한 병명으로 내원할지를 저희한테 통보 해줘요. 

그 사람들에게는 의료관광을 하는 목적이 건강 하나예요. 치료를 

받고 시간이 남으면 명소나 관광지를 추천받기도 하지만 치료만 받

고 곧바로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 ○○○, 여, 30대, 강남 ○○병원 코디네이터

  

[그림 Ⅳ-5] 각 국 환자들의 방한 후 주요 진료과목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국가별 현황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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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집계한 외국인 방문 환자수를 통해 그 

절대량만으로는 각국의 의료성향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여행도중 발생한 사고나 의료관광비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

한 시술 등의 주된 목적을 관광으로 삼는 의료관광객과 한국을 치

료 목적지로 고려하고 계획단계부터 의료관광을 준비하는 순수 의

료목적의 환자는 의료관광비자의 통계치를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종합하였을 때, 러시아는 자국의 의료환경에 대한 불신이 강한 편

에 속한 국가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의료환경의 상대적인 낙후성

과 국가 내 지역적 불평등성을 겪고 있는 극동지역 거주 환자들에

게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경향을 더욱 뚜렷이 관찰할 수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환자들은 자신의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자국 

내에만 국한시키지 않으며, 해외로의 진료권 확대를 통해 의료서비

스를 받으려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서의 

의료서비스를 기준으로 일정을 소비하며, 국내 입국 시 초기에 계획

한 의료관광비자를 받아오는 관광객들이 대다수인 이유로 해당 현

상의 동기와 실행과정의 일치함을 입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극동지역의 러시아 환자들이 가지는 의료관광의 목적과 

행태는 주목적이 관광인 일부 타국의 환자들과는 그 원인과 목적 

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평균수명이 낮고 의

료적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많은 관계로 러시아

인들에게 있어 건강과 의료란 상당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인 러시아인들에게 국제 

의료관광이란 ‘건강을 위한 이동행위’이자 ‘진료를 받기위한 초국적 

이동’55)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5) ‘초국적 진료이동’이란 국경을 초월해 해외로 의료관광을 떠나는 유형 중 하나
로서 관광보다는 의료목적의 성향이 강한 이동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이 중 ‘진
료’의 개념은 일반적인 진찰행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치료까지 동
반하는 광범위한 의미로서 병을 고치는 치료적 의미의 ‘의료’를 대신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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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방한 후 지역별 이동 분포

1) 극동지역 환자들의 대도시 지향성 

  일반적으로 러시아 환자들의 경우 치료나 수술, 검진을 주목적으

로 의료관광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본인의 질병을 조기에 예방

하거나 이미 진행된 질환을 치료받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가 있는

데, 특히 러시아 환자들은 타국의 의료관광객들에 비해 중증환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때문에 장기요양이나 입원을 하는 환자

가 많을뿐더러, 20대에서 60대에 걸친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나 

주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들은 질병의 종류와 개인적 선호에 따라 국내 입국 

후 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도

시별 인지도와 교통의 편의성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의 수와 다양성

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도시가 

가지는 우수한 의료환경과 생활편의시설, 중증의 질병을 진료 받을 

만한 전문 의료기관의 분포율은 이들의 건강 상태와 대도시 내 대

형 의료기관 선택과의 상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등록한 의료기관은 대학병원 이상 급의 특성화된 

전문병원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대체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된 형태를 띠기도 한다. 이는 가까운 의료관광 목적지인 태국의 리

조트형(휴양형) 의료관광시설과는 또 다른 형태로서 보다 도시문화

적인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가 

있다. 실제로 2011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방한 러시아인 의료관광객의 70%가량이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대거 집중되는 특성을 보임으로서 대도시

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시설 위주의 초국적 진료이동 형태를 보여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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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방한 러시아 환자들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은 크게 

두 가지 원인에 따르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앞서 

말한 질병의 특성과 중증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 환자들의 고차 의료서비스 수요와 전문 의료시설에 대한 선

호는 대도시로의 집중현상을 발생시킨다. 두 번째로는 자국 내 고차 

의료중심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대도시로의 지리적 제한성이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 입국하는 러시아 의료관광객 중 공식적

으로 집계된 환자의 과반 수 이상이 극동지역 거주 환자임을 감안

할 때 대부분의 방한 러시아 환자들이 자국 내 수도권으로의 이동

에 있어 제약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초

국적 진료이동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차선지로서 비교적 인접

한 국가의 대도시를 목적지로 택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 두 가지 원

인은 각각이 가지는 상이한 배경이라기보다는 상호간의 관련성을 

가지며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 주요 질병

  국내에 입국한 러시아인들은 짧게는 당일에서 길게는 3개월 이상

까지 다양한 병명으로 진료를 받는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2주를 체

류하는 것이 보통이며, 체류기간 동안에는 진료비용으로 1인당 3만 

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우상문, 2011). 이는 보통의 해

외 의료관광객들에 비해 다소 긴 여정일뿐더러 진료수가 역시 최상

위 국가에 포함되는 액수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러시아인들에게서 

발병하는 주요 질병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러시아인들의 주요 병명과 사망원인으로는 심장병 내지 암

과 호흡기·소화기 등의 내과질환과 같이 중증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의 비율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56)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상 자국

56) 러시아연방 통계청(2009)에 따른 러시아인들의 주요 사망원인:
   러시아인들의 건강문제와 관련한 주요 사망원인으로는 ①허혈성심장질환(599,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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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받지 못하는 치료를 위해 대형 전문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빈

도가 높아지는 것이며, 설문에 응시한 실제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 

역시도 의원급 이상의 상급병원을 신뢰하고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진료는 대개 대도시에 위치한 3차 의료기관에서 주

로 시행되며, 일본과 중국의 의료관광객들이 한방이나 미용위주의 

건강개선을 위해 ‘의원급 진료’를 선호하는 경우와는 상반되는 현상

으로 볼 수 있다.

“동남아 환자들은 척추, 관절, 심장 쪽 진료가 대다수고, 몽골하고 

중앙아시아 환자들은 러시아하고 비슷하게 뇌수술, 암환자 같이 특

수한 케이스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인들은 소화기나 

호흡기, 신경계통 등의 내과질환이 아주 많고요. 암이나 자국에서 

치료가 힘든 진료과목들은 한국에 올 수 밖에 없어요…(중략). 러

시아인들은 전통치료 같은 것은 딱히 선호하지는 않아요. 본인 질

병을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하고 의료진을 

선택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본인한테 적합한 병원인데, 위치상 외

국에 있다는 것 뿐이예요. 건강해 진다면야 어디든 못 가겠어요.”

- ○○○, 남, 50대, 안양 ○○병원 국제진료팀장

  

  반면, 진료과정상 러시아 환자들이 가지는 특수한 행태도 관찰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수술 

이전에 신체와 관련한 각종 의료검진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데, 이는 3장에서 명시한 러시아의 낙후된 의료장비에 기인한 잦은 

오진과 자국에서 찾지 못하는 정확한 병명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인 환자들의 방한 진료이동의 유형을 두 가지 경우

로 분류해 볼 수 있기도 있다. 우선 첫째는 앞서 말한 최첨단의 장

②뇌혈관질환(401,900명), ③암(286,600명), ④호흡기 질환(79,500명), ⑤소화기질환
(90,400명), ⑥감염 및 기생질병(34,500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 81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실환자 수 비중 실환자 수 비중 실환자 수 비중

입원 257 14.6 665 13.0 1,454 15.0 137.9

외래 1,501 85.4 3,674 72.1 6,896 71.5 87.7

건강검진 ※ 2009년 외래·건강검진 구분 없음 759 14.9 1,301 13.5 71.4

계 1,758 100 5,098 100 9,651 100 134.3

비를 갖춘 도시형 선진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유형으로서, 보다 정확

한 건강상태와 병명을 밝혀 자국에 돌아가 치료를 받고자 하는 집

단이다. 두 번째는 방한 진료 후 러시아로 귀국한 환자의 재방문이

나 자국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을 위한 진료 및 수술을 목적으

로 하는 환자이다. 이들 모두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은 자신이 처한 

자국의 의료환경보다 더 나은 진료조건을 보장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며, 중증질환의 비율이 높은 특성상 정확하고 신속한 정 진료

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서는 의료관광의 주된 결정요인인 의

료수가(Costs)의 절감은 주요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57)    

[표 Ⅳ-4] 러시아인의 국내 의료관광 진료유형 (단위: 명,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57) 국내 의료관광이 처음 시행된 2009년에는 1인당 러시아환자 평균진료비는 
2,157,858원으로 전체 국가들 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최고 
1,000만원을 넘어서는 진료비를 치료나 입원에 사용하는 등 여전히 고차 의료
서비스를 선호하는 진료비 상위 지출국가에 포함된다.(보건산업진흥원, 2013) 
또한 이들은 러시아 자국 내에서도 치료이외에 해당되는 예방차원 의료서비스
에도 연간 60,000루블(한화 약 2,100,000원)을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설문결과를 토대로 작성함.) 이는 대부분의 예방진료를 무상으
로 제공하고 있는 러시아의 의료제도를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으
로서 상당한 액수에 해당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입국해 의료관광을 하는 러시
아인들의 경우 대다수가 비용 보다는 치료효과에 대한 기대가 진료이동의 우선
순위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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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기계 질환 56.8% 상급종합병원 42.5%

악성 종양 14.5% 종합병원 37.5%

외상, 사고, 중독 10.7% 병원 6.1%

소화기계 질환 4.5% 의원 6.7%

호흡기계 질환 3.7% 한방병원 4.1%

내과 3,065명 18.5%

검진센터 3,454명 20.8%

산부인과 1,046명 6.3%

정형외과 952명 5.7%
그 외 진료과 969명 5.9%

[그림 Ⅳ-7] 러시아인의 주요 사망률과 방한 의료관광 진료유형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2010),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자료 종합

나) 대형 의료기관 선호

  이와 같이 러시아 환자들은 고차 의료서비스로의 진료이동 특성

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로의 편중현상을 보인다. 그 중에서

도 자신의 질병 특성과 현대식 장비를 두루 갖춘 종합병원 이상 급

의 대형 의료기관을 선호한다. 실제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에 위치한 종합병원 이상 급 2·3차 의료기관은 총 113개소58)로 비

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나 의료기관에 따른 러시아 환자들의 이동 

패턴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구 단위로 설정한 서울과 경

기, 경남권의 러시아 환자 방문률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표 Ⅳ-5]

와 같이 강남과 서초구를 비롯한 서울 도심부 지역에 비교적 많은 

수의 대형 의료기관이 분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러시아인들의 

지역별 진료현황 또한 이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처럼 러시아인들은 타국가의 환자들과 비교해 비교적 치

료가 어려운 병명으로 방한하거나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58) 서울: 58개소, 경기도: 55개소, 부산: 27개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현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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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소재지 실환자 비중 순위 소재지 실환자 비중

1 서울시 강남구 1,331 13.8 11 경상남도 양산시 268 2.8

2 서울시 서초구 991 10.3 12 서울 서대문구 230 2.4

3 서울시 동대문구 942 9.8 13 인천시 중구 192 2.0

4 부산시 서구 924 9.6 14 서울시 종로구 166 1.7

5 서울시 강동구 839 8.7 15 부산시 진구 161 1.7

6 경기도 부천시 583 6.0 16 서울시 강서구 126 1.3

7 부산시 수영구 436 4.5 17 경기도 수원시 117 1.2

8 서울시 성동구 430 4.5 18 서울시 광진구 108 1.1

9 서울시 중구 420 4.4 19 부산시 동래구 101 1.0

10 부산시 해운대구 328 3.4 20 그 외 시군구 958 9.8

많은 관계로 규모가 큰 검증된 병원과 의료진이 의료기관 선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또한 이는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기관의 진

료권 설정과도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보다 많은 환자와 수요창출이 

가능한 대도시 내의 입지구조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러시아 환자들

의 대규모 진료이동은 이러한 국내 대형 의료기관들의 국제적인 진

료권 확장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표 Ⅳ-5] 주요 시군구별 러시아 국적 환자 현황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러시아인들은 비교적 네임밸류가 있는 병원들을 선호하는 것 같

더라고요. 또 좀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진료 받을 수 있으니까요. 러시아에는 그런 병원이 흔하지 않거

든요…(중략). 저희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알려진 케이스지만 그런 

병원들은 굳이 광고를 안 해도 알아서들 찾아와요.”

- ○○○, 남, 50대, 서울 ○○국제병원 행정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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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각 국 환자의 방한 후 이용 의료기관 비중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국가별 현황자료 종합

[그림 Ⅳ-9]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방문 외국인환자와 진료담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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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동지역 러시아인들과 부산이 가지는 특수성

  러시아 환자들의 국내 의료관광 형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간패턴은 기타 해

외국가의 환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의료

기관이 대개는 대도시권과 그 중에서도 도심부에 위치하는 원인이

기도 하며, 또한 도심 내 관광지를 선호하는 의료관광객들의 분포가 

TBD(관광업무지구)59)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입지와 관련

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방한 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과는 달리 러시아 환자들은 의

료관광을 함에 있어 공간을 점유하는 형태에 차이를 가진다. 일반적

으로 해외 환자의 85% 이상이 서울과 인천 및 경기도권 안에서 의

료관광을 하는 반면, 러시아 환자의 20% 이상은 부산을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방문한다. 이는 평균 외국인 환자의 부산 의료관광 비율

이 5%대인 것에 비하면 주목할 만한 수치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그림 Ⅳ-10] 부산시 해외 의료관광객 국가별 비중 (단위: 명)

자료: 부산시 자체자료

59) TBD: Tourism Business District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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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러시아인들의 방한 후 지역별 이동분포는 크게 서울을 포

함한 수도권과 부산으로 양분된 형태를 보인다. 두 지역 모두 러시

아 극동지역과의 직항노선이 운항중이며, 러시아인들의 선호조건인 

고차의료중심지 기능을 가지는 대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진료이동 목적지로서의 접근의 편의성과 우수한 의료환경 이외에도 

러시아인들의 부산 의료기관 이용은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 이는 부

산이 의료목적 외에도 극동지역 러시아인들의 정기적인 방문지이자 

한국으로 이주해온 러시아인들의 주요 거주지라는 점이 이를 뒷받

침해 준다. 참고로 2011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적동포 거

소신고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은 총 978명으로

서 부산은 235명(24.5%)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서울 308명(31.5%)

과 경기도 257명(26.3%)의 비율과 대등한 수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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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국내 지역별 러시아국적 거소신고자 현황 (단위: 명)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2)를 토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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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극동지역 러시아인들을 통해서는 이러

한 방한 후 공간선정 원인에 심리적 가치가 상당수 반영되어 있다

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료목적지로서 서울과 경기

도를 선택한 환자들에게서는 도시와 방문 의료기관의 인지도와 의

료수준을 매개로한 수요발생이 많은 편이었다. 반면에 이와는 다르

게 부산에 방문한 러시아 환자들은 지인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도를 극동지

역 러시아 환자들의 합리적인 목적지로 고려할 수 있는 반면, 부산

은 정서적인 요인에 따른 목적지로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림 Ⅳ-12]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의 지역선택 매개체

  이 외에도 러시아의 극동지역과 부산이 가지는 지역 간 관계의 

특수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경우 항만

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선박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때문에 부산을 상대로 수산물 유통업과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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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을 하는 대다수의 극동지역 러시아인들60)에게 부산이라는 

도시는 매우 친화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이들이 방문 후 부산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곧 자신의 사업 관련 파트너와 지인들의 

대거 상주도시라는 점에서 불안감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평소 왕래가 잦은 이유로 해당 지역에서 의료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도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이 

진료이동 목적지로서 부산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기존에 구축된 극

동지역과의 교류가 가장 큰 교두보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산이라는 도시에 가지는 친숙성과 사업을 통해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산은 항이잖아요. 예전부터 러시아 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90년대 초에 이렇게 배타고 온 러시아 선원하고 보따리상하고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이 왔죠. 이 사람들이 한 번 왔다 가면 옷이고 

물건이고 과자고 치약 뭐 암튼 한국제품이란 제품은 다 싹쓸이 해갔

어요. 그 때 장사한 사람들 다 부자 됐다니까요. 아무래도 비행기타고 

서울 가는 것도 좋지만 가져갈 물건양도 많고…(중략). 아무튼 그 때 

당시에는 배타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부산은 그렇게 알려진 거

예요.” 

- ○○○, 여, 60대, 전 부산 국제시장 상인, 현 택시기사

“다른 도시들은 모르겠는데 블라디보스톡 사람들은 부산을 아주 

좋아해요. 일단 직항노선이 있어서 가기도 좋고요…(중략). 그리고 블

라디보스톡 시내에 위치한 아무 상점이나 들어가 보세요. 한국제품

들이 아주 많아요. 그만큼 평소에도 한국하고 미묘한 유대감이 있고, 

호감도도 우리 지역에서는 매우 좋은 편이예요.” 

- ○○○, 여, 20대, 블라디보스톡 거주 의료관광객  

60) 주로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톡, 마가단 등 극동의 항구도시에 거점을 두고 있다.
(한국일보, 2003년 4월 28일, ‘“러 마피아” 활개치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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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의료를 목적으로 목적지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이러한 개인

적인 호감도와 지인에 의한 흡입요인 외에도 가장 중요한 건강상의 

판단요인이 작용하기 마련이다. 대체로 수도권을 대신하여 부산에 

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부산이 가지는 극동지역과의 유사한 자연환

경과 온화한 기후로 인한 것으로 진료이동의 동기를 판단할 수 있

다. 실제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함에 있어 자연적 환경의 

친근성과 기후조건은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유사한 환경과 자연적인 치료(nature healing)를 선호하

는 환자들에게는 부산이 진료이동에 있어 다방면의 요건을 충족시

키는 최적의 목적지가 되는 셈이다. 또한 극동지역의 한랭한 기후조

건 특성상 혹독한 추위를 피해 휴양 겸 피서를 오는 러시아인들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61)

“보통 러시아나 구소련 사람들은 휴양하는 개념이 매우 독특해요. 

도시 근교에 저마다 다차(dacha) 하나씩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서 쉬는거죠. 한국의 별장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다만 한국은 돈 

있는 사람들만 이러한 형태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전 국

민이 다차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휴식과 

휴양을 매우 중요시해요. 특이하죠.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동

식 휴양, 진료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

한 의미에서 부산도 휴양지 개념이 상당수 반영된 거죠. 서울과 같

은 대도시 보다는 바다도 자연도 있고... 또 극동에 사는 부자들은 

혹한기를 피해서 부산에 요트관광 하러도 많이 와요.”

- ○○○, 남, 50대, 캄차카 거주 의료관광객  

  

  

61) 실제로 극동지역 거주 러시아 환자들은 해당 지역의 바다가 얼기 시작하는 11월에 
가장 많이 방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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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방한 후 의료 목적지로서 부산을 찾는 극동지역 러시

아 환자들의 이동현상은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인 반영의 결과로 받

아들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자국의 의료환경과 고차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도권으로의 지리적 제약에 의해 한국을 차선의 진

료권으로 선택한 경우이다. 다만 방한 후 최종 의료 목적지로서 특

정 도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심리적인 측면이 중요한 결정요인

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기타 해외 의료관광객들의 방문 빈도가 낮은 

부산지역에 이와 같은 러시아 환자들의 대규모 방문은 객관적인 의

료서비스의 속성 이외에도 극동지역 환자들이 가지는 주관적인 흡

입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국인 

환자들의 포괄적인 국내 방문 현상의 원인을 뛰어넘어 방한 후 지

역별로 가지는 개별적 흡입요인과 환자들의 도시선택 과정에 미치

는 심리적인 요소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

을 열어준다. 

[그림 Ⅳ-13] 인천공항 내 부산 의료관광 홍보 광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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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극동지역 환자들의 방한 진료이동 흡입요인 

제1절 지리적 흡입요인

1) 근접성에 따른 진료권 확대

  관광 또는 타지로의 이동을 계획할 시 가장 우선시 되는 고려사

항으로서 경제적·문화적 접근성과 함께 지리적인 근접성은 매우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이는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파악

하기 위한 의료권과 진료권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

럼 국경을 넘어 진료이동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동 가능한 범위의 

지역을 설정하는 것과, 그 중에서도 인접한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환자들에게 있어 근접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금 확

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사례 국가인 러시아 역시도 전 지역에서 진료이동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는다. 특수한 질병과목이나 불치병, 

개인적으로 추천 받은 명의 등의 구체적인 의료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진료권을 최대한 근거리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

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로 오는 러시아 환자의 대부분은 지리적

으로 가장 근접한 극동지역에서의 수요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설문결과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설문

에 응한 전체 극동지역 환자들 중 41.1%는 블라디보스톡 출신으로 

극동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리

적 근접성과 진료이동과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

다. 실제로 블라디보스톡은 극동지역 내에서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한 지역이자 직항노선이 있는 도시이다. 결국 환자가 자신

의 진료권을 설정하거나 확장함에 있어 절대적인 거리와 교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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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중요한 요소일 뿐더러, 러시아 내에서도 우리나라와의 물리

적인 거리가 멀어질수록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드

는 점은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해 준다.

[그림 Ⅴ-1] 방한 극동지역 환자들의 러시아 내 거주 지역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러시아 서부에 위치한 유럽지역 환자들은 

모스크바를 포함한 수도권의 의료수혜를 받거나, 혹은 진료이동 시 

서부유럽국가나 중동지역으로의 이동이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유

럽지역으로의 진료이동 선호에 반하여 거리상의 한계를 가지는 극

동지역 거주 환자들은 차선지로서 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을 차

선의 진료권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표 Ⅴ-1]

은 한국으로 진료이동을 하는 러시아 환자들의 지역적 분포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이자, 진료권 확장에 있어 지리적인 근접성이 미치

는 영향력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러시아 국토를 크게 서부와 중

앙, 극동지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우리나라와의 거리와 비례하여 환

블라디보스톡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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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유럽지역)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비자종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0년
C-3-3 4 32 69 12 9 12

G-1-10 3 - - - - -

중앙 (시베리아지역)

이르쿠츠크
비자종류 2009년 2011년 2010년
C-3-3 0 9 87

G-1-10 1 3 3

동부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톡 유즈노사할린스크
비자종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09년 2010년 2010년
C-3-3 349 1,289 3,416 13 113 430

G-1-10 49 185 4 - 3 3

자들의 이동이 점차적으로 줄어듦을 관찰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서 

대부분의 방한 러시아 환자들이 극동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

내는 수치이다. 

[표 Ⅴ-1] 러시아 지역별 의료관광 사증 발급현황

자료: 주 러시아 대사관 및 영사관 내부자료 

  

  결국 의료를 목적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

에게는 의료관광의 개념이 자신의 지역을 벗어난 진료권의 확장 즉, 

진료이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환자들의 일반적인 진료

권 설정과 유사하게 물리적인 거리와 이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의 접

근성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의료서비스를 위한 해외 목적지 선택과정은 일차적으로 지리

적인 근접성이 중요한 선택요인으로 작용하며, 극동지역 환자들에게 

우리나라가 가지는 가장 가시적인 흡입요인이 될 수 있다.



- 95 -

2) 러시아인들의 거리감각과 진료이동 범위

  일반적으로 의료관광 시, 러시아인들에게는 진료이동 시 고려되는 

요소로서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한 촉진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환자마다의 상이한 거리개념과 국가마다 가지는 상대

적인 차이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다 가시적인 근접성의 

범위를 파악함과 동시에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만의 거리 감각을 

알아봄으로서 구체적인 러시아 환자들의 초국적 진료이동 형태와 

지리적 근접성이 가지는 타당성을 입증해보고자 한다. 

  
  2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보통의 환자들이 가지는 진료권의 

범위는 자신의 생활권이나 경제권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

만 국경을 넘어 진료를 받는 행위는 이미 생활권과 경제권을 벗어

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

인 ‘지역권’62)을 통해 환자들의 근접성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설

문의 문항은 자가용과 항공편을 통해 각각 몇 시간 이내의 거리를 

본인의 지역권으로 간주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였으며, 환자들에게 

있어 절대적인 거리보다는 의료기관까지의 시간적 접근성이 더 중

요시됨을 근거로 하여 시간적 거리에 따른 지역권의 개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 결과,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은 자가용으로 3시간 

이내의 거리를 자신의 지역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항공편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3시간 이내의 범위를 

자신의 지역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료적 속

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진료권 확장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검

진 또는 경증치료’와 ‘중증질환’을 위해 허용 가능한 시간적 이동범

62) ‘지역권’이란 자연환경과는 독립적인 인간점유의 지역적 구조로서, 완전한 측정
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성격이나, 강도, 범위, 상호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적 동질성을 가진다고 인식되는 공간적 범위를 가리킨다.(현대인문지리학사전의 
‘지역(region)’개념을 토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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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각각 재차 질문하였다. 결과는 지역권 인식과 동일하게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건강검진 및 경증치료’를 위한 이동을 감수할 수 

있다는 답변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난치병을 포함한 ‘중

증질환’을 위해서는 응답자의 81%가 ‘시간제한이 없다’라는 예상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로서 러시아 극동지역 환자들의 일반적인 진

료권은 환자 자신들이 인식하는 지역권의 시간적 범위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국토의 규모와 생활방식에 따른 극동지역 러시

아 환자들만의 거리개념 특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최대 30분 

이내의 반경을 보통의 진료권 범위로 간주(김선희, 2006)하는 국내

의 환자들과의 차이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거리와 시간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Ⅴ-2] 극동지역 환자들의 교통수단별 지역권 간주 범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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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의 거리감각과 이에 따른 진료

이동의 범위는 제2의 진료권역인 동아시아 내의 의료목적지 이동경

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실제로 국경을 넘어 진료이

동을 하는 적정범위의 한계를 알아볼 수 있을뿐더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접 의료관광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

지는 지리적인 흡입요인을 파악하기에도 적합하다. 현재 러시아 극

동지역 환자들이 목적지로 향하는 진료이동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중국과 일본, 태국과 싱가포르가 있다. 설문을 통해서는 

이들 국가를 의료목적으로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만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미한 수치로 나타났지만, 태

국과 싱가포르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환자들에게서는 전체 응답자 

중 각각 51%와 62%의 비중으로 이들 국가에 비해 한국이 가지는 

장점으로 ‘지리적인 근접성’이 선택되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극동지

역 러시아 환자들이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에 물리적․시간적인 

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이들 국가를 경험한 환

자들의 차후 목적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의료목적지 경험

을 통해 진료권을 축소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의 지역권 개념과 이와 일치하는 진료권의 

확장범위는 항공편으로 3시간 이내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

치가 가지는 흡입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경을 초월해 의료관광을 하는 환자들에게서는 자신의 

진료행위를 위해 어느 정도의 물리적 이동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

한 부분이다. 더욱이 순수한 의료목적의 이동을 하는 극동지역 러시

아 환자들에게서는 본인들의 거리감각과 관련한 이러한 지리적인 

근접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은 특수한 

질병을 제외하고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지리적 위치가 목적

지를 결정함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 또한 진료이동

을 포함한 의료관광을 함에 있어 관광의 비중이 높아질 경우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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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동거리와 소요시간 그리고 문화적 이질성을 뛰어넘을 만한 동

기부여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지만, 단순히 건강을 개선하거나 순수

한 의료목적의 환자에게서는 최대한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멀지 않

을 곳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거리와 기후, 

문화 등 환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기초한 선택과정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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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흡인요인 심리적 흡입요인

• 지리적 근접성

• 절대‧시간적 거리

• 교통의 편의성

• 기능, 물리적 측면

• 추상적, 주관적 지각상

외재적 특성 내재적 특성

• 국가 이미지

• 국가 인지도

• 사회, 문화적 친밀감

• 신뢰도

• 의료기술

• 의료수가

• 의료기기

• 의료기관의 명성

제2절 심리적 흡입요인 
  
  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국가를 선택할 때 지리적인 속성 외에도 

환자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가치는 일정 진료권 안의 국가나 도시 

혹은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한 면

에서,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에 대해 인식할 때 내재적인 속성

(Intrinsic Attribute)과 외재적인 속성(Extrinsic Attribute)을 구분

지어 평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내재적 속성은 기능이나 물리적 측

면의 비중을 가지며, 이와는 반대로 외재적인 속성은 소비자의 주관

적이고 감정적인 비기능적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Zeithaml, 1988; 

Fandos & Flavian, 2006). 이는 곧 공간과 그에 속한 대상에도 동

일하게 적용되는 면이 있는데, 특히 특정 국가와 공간의 소비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에게 있

어 우리나라가 가지는 가치의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선 국가 

간의 비교와 같이 보다 구체적인 흡입요인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였

다. 이를 위해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이 진료이동을 하는 인접한 4

개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그림 Ⅴ-3] 심리적 가치에 따른 내·외재적 흡입요인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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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외재적 가치에 기인한 목적지 선택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이 가지는 심리적

인 감정과는 별개로 ‘공급자 입장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범위’를 파

악할 수 있기도 하다. 일례로 실제 심혈관질환이나 특정 암, 심장질

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등)과 치과분야의 국내 의료기술은 세계 최

고 수준을 자랑한다.63)64) 이는 러시아인들의 주요 질병 과목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며, 이들로 하여금 자국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완치율이 낮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국에 비해 우위

를 가지는 내재적 속성이자 흡입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적 

속성에 해당되는 내재적인 측면은 의료수가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며, 의료수가 또한 각 국의 보험

체계와 진료과목에 따라 일반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경험한 환자들의 평가에 의해 판단과 비교가 가능할 

수 있다. 때문에 단순한 비교지표들을 통해 인접 국가들과의 차별성

을 파악하는 것은 진료이동의 핵심속성인 의료적 측면에서도 비교

가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보다 구체적인 환자들의 심리적 속성을 대

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기도 한다. 결국 러시아 극동지역 환자

들의 한국으로의 최종 목적지 선택 과정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경

험한 환자들의 인식에 의해 형성된 한국이 가지는 이미지와 흡입요

인을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인접 4개 국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가지는 의료목적지

로서의 강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설문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지

역 국가(중국, 일본)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태국, 싱가포르)로의 

분류가 가능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지리적인 속성은 제외된 채 특정 국가와 의료서비스가 가

63) 조선일보, 2013년 4월 11일, ‘1000억달러 세계의료관광 시장, 한국 점유율은 1%’
64) [부록-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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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내·외재적인 속성만이 언급된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한국이 가지는 지리적인 근접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태국과 싱가포

르는 각각 41명, 40명의 방문경험 환자가 답변을 하였으며, 다양한 

요소가 의료목적지를 결정하는 항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중복선택을 허하였다. 이 중 태국은 ‘의료수준’, 싱가포르는 

‘의료수가’가 가장 높은 답변을 차지하였으나 두 개 국가의 동일한 

답변으로는 ‘지리적 근접성’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 물리적인 

거리에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함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해외로 진료이동을 떠나는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에게 있

어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서 이들이 점차 진료권을 축소해가

는 과정에서 오늘날 태국과 싱가포르는 의료목적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 진료권의 범위를 좁힌 동북아시아 지역에 들어서는 비교적 

다양한 선택요소들이 답변으로 나왔다. 특히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는 ‘의료수준’65)이 월등히 높다는 장점이 부각되었으며, 일본에 비

해서는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의료수가’가 큰 강점이 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항목 이외에도 진료이동 국가를 선택함에 있어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외재적인 요소가 다양한 항목에 걸쳐 선택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신뢰성’과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우리나라를 택하는 외재적 선택조건이 되었는데, 이는 본

연의 목적인 의료적인 속성과 대등한 비중을 차지함으로서 그 중요

성의 인식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극동지역 환자들에게 있

어 진료권의 확장과 최종 목적지의 선택 기준으로 지리적인 근접성

65)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공급자 입장에서의 의료서비스의 제공범위’를 파악할 수 있기도 하다. 
일례로 실제 심혈관질환이나 특정 암,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등)과 치과
분야의 국내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조선일보, 2013년 4월 11
일, ‘1000억달러 세계의료관광 시장, 한국 점유율은 1%’) 이는 러시아인들의 주
요 질병 과목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며, 이들로 하여금 자국에서 치료가 불가능하
거나 완치율이 낮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국에 비해 우위를 가지
는 내재적 속성이자 흡입요인이 되기도 한다.([부록-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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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선시 되고 있으며, 진료권 축소 후 해당되는 국가들 안에서는 

의료서비스와 국가 전반에 관련한 내․외재적 요소들이 다양한 선택

적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림 Ⅴ-4]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의 흡입요인 (단위: 명)

[그림 Ⅴ-5] 동북아시아 국가에 대한 한국의 흡입요인 (단위: 명)



- 103 -

시술명
미국

(천불)

(기준 지표: 미국을 100으로 고정)

미국 일본 한국 태국 싱가포르 인도

심장판막수술 170 100 25 21 13 8 1

관상동맥우회술 144 100 22 17 17 9 6

고관절 치환술 50 100 43 33 28 22 16

무릎관절 치환술 50 100 21 36 24 22 14

자궁절제술 15 100 18 60 33 27 37

건강검진 1 100 85 89 19 47 5

  결과적으로는 4개 국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 흡입요인은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내재적 요소가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러시아 극동지역 환자들의 국제 

의료관광 특성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며, 중증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과 건강을 목적으로 한 순수 의료목적의 진료이동을 하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의료관광의 

개념을 국경을 초월한 진료권의 확장으로 보아야 하며, 자국 내에서 

제공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공간을 달리하여 보상받는 개념이므로 

자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의료적인 속성에 가치

를 크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 인접 4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의료수가 현황

자료: Development Bank of Japan, Medical Tourism Japan 자료 종합

  하지만 의료적 속성이 가지는 국가 간의 차이는 국제적인 의료평

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환자들의 절대적인 목적지 선택의 

근거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이미 우수한 의료서비스 기

반을 갖춘 뒤 의료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일정한 잣

대로 의료수준의 우위를 메기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

이다. 때문에 러시아 환자들의 초국적 진료이동과 이를 보상받기 위

한 인근 국가로의 목적지 선택은 극동지역 환자만이 가지는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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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전체 방한 횟수 의료목적 방한 횟수 인원

Ⅰ 최초 방문 최초 39명

Ⅱ 2~3회 평균 2~3회 24명

Ⅲ

4~5회 평균 2~3회 7명

6~10회 평균 4~5회 1명

10회 이상 평균 10회 이상 4명

인 가치와 경험에 의한 근거로서 파악되어야만 한다. 또한 이 외에

도 특정 목적지로의 부차적인 흡입요인들이 중요한 촉매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살피기 위해 의료를 목적으로 방한

한 경험이 있는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의 답변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2) 방한 경험에 따른 흡입요인의 차이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이 인접 의료관광 목적지들과 비교하여 

느끼는 한국의 매력요소와 이러한 선택과정은 환자들의 방한 경험 

횟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때문에 

경험에 따른 집단의 분류와 이들이 가지는 가치의 속성 변화에 대

해 비교하는 과정을 가졌다. 설문을 통해서는 크게 최초 방한 환자

와 2~3회 방문 환자, 4~5회, 6~10회, 10회 이상의 집단으로 분류

하였으며, 각각의 집단에서 보이는 가치의 차이는 방한 횟수가 증가

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환자 개개인이 

가지는 특정 속성에 대한 가치의 다양성과 의료를 목적으로 해외 

이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적인 속성을 포함한 내재적 가치

와 그 외 감정 내지 주관적인 지각상을 반영하는 외재적인 가치로 

양분하여 그 비율을 살펴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표 Ⅴ-3] 방한 경험 횟수에 따른 집단 분류66) (단위: 명)

66) 집단별 이전 방문국가:



- 105 -

  먼저 ‘집단 Ⅰ’에 해당하는 최초 방한 환자들은 진료이동을 함에 

있어 지리적 근접성과 의료적인 속성을 포함한 내재적 가치를 목적

지 선택의 판단기준으로 크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정 공간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없는 

집단 특성상 의료 목적의 이동이 국가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Ⅴ-6] 각 국가와 비교 시 한국의 흡입요인 답변 비율 - 집단 Ⅰ

  반면, 한국을 2~3회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방문 횟수와 목적의 

일치함을 보이는 ‘집단 Ⅱ’에서는 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특정 국

가와 공간에 대한 높은 충성도를 보였다. 또한 최초 방문 집단과는 

차별적으로 한국이 가지는 외재적인 속성을 목적지를 선택하는 주

요 가치와 결정요인으로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는 ‘집단 Ⅲ’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는 의료

를 목적으로 최초로 방문한 국가에 대한 두려움과 치료효과에 대한 

불안감이 방한 횟수의 증가에 따라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공간 자체

외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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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신뢰감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Ⅴ-7] 각 국가와 비교 시 한국의 흡입요인 답변 비율 - 집단 Ⅱ

[그림 Ⅴ-8] 각 국가와 비교 시 한국의 흡입요인 답변 비율 - 집단 Ⅲ

외재적 특성

외재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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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환자들은 방한 경험과 국내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에 

따라 진료이동 시 가지는 결정요인과 가치의 변화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최초 방한 환자들이 가지는 가치 역시 인접 국가들

과 구분 짓는 우리나라의 흡입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의료목적의 

환자들이 새로이 진료권을 형성하는 현상에 있어서는 다수의 방한 

경험 환자들에 비해 낮은 신뢰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다

양한 국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진료이동 목적지를 설정하고 있는 

단계이거나, 일회성 방문 환자의 경우는 이들의 재방문 여부나 차후 

진료이동 목적지가 한국이 아닐 가능성을 가지기도 하므로 지속적

인 이동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진료이동 현상과 이들

의 새로운 진료권 확장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결국 극동지역 환자들의 공간개념과 이에 따른 지역권 인식, 진료

권의 확장은 반복적인 이동과 의료목적의 방한 동기를 가지는 집단

에게서 그 신뢰성과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의 방한 경험을 통해 국내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을 국내와 

지속적인 의료적 네트워크를 가지는 진료이동 집단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집단이 가지는 목적지 선택의 결정요인을 인접 국가들

에 비해 한국이 가지는 강한 흡입요인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문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이 진료

이동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결정적인 가치의 근거는 외재적인 특성

에서 보다 높게 형성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진료이동 

경험을 한 환자집단의 답변을 토대로 하여 의료적인 속성이 전제로 

된 채 진료이동의 목적지로서 국가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국

가 전반의 이미지와 정서적인 근접성, 의료기관과 서비스를 포함한 

공간 자체에 대한 신뢰감 등의 심리적인 요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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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한 진료이동의 촉매효과

  극동지역 환자들의 이러한 방한 진료이동은 건강을 위한 이동이

라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을 가지기 마련이다. 반면에 진

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이 위치한 국가와 공간도 함께 

고려되어지기 때문에, 특정 목적지 선정과 특정 공간에 대한 신뢰감

은 정서적 가치인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설문을 통해 ‘러시아인들의 진료이동 정보공유와 

수집과정’을 조사한 결과, 79%의 환자가 지인 또는 동료들과 한국 

의료관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

보습득 역시 지인(가족, 친구, 친척)에 의한 추천 비율이 83%로 가

장 높게 나왔다. 

  이는 실제로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이 가지는 인적교류와 그에 

따른 목적지 선정의 촉매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해 한국으로의 진료이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공동주택(아파트) 문화이다. 러시아인들은 우

리나라와 유사하게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지인들과의 교류에 민감한 

편이다. 이는 러시아 국민 대부분이 대규모 단지 형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서,67) 이웃하는 주민과의 소통과정

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매우 신뢰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병상과정과 호전효과를 육안으로 직접 확

인하는 것은 어떠한 매체나 정보보다도 가장 확실한 촉매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67) 사회주의시절 정부의 주택공급 하에 대대적으로 건설된 러시아의 아파트 주거
형태는 하나의 촌락공동체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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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아요. 그리고 건물들 대부분도 

소련 때 그대로예요…(중략). 아, 한국에는 반상회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어요. 러시아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가까운 이웃끼리 자주 

만나요.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 산부인과 치료를 받고 온 이웃이 시

간 맞춰 다함께 한국에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러시아인들은 절대 

개인적이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가족끼리 움직이거나 지인들이 많잖

아요.” 

- ○○○, 여, 50대, 블라디보스톡 거주 러시아 의료관광객 

   

  두 번째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과의 교류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고려인들은 

소련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해왔다.”68) 또한 러시아 내 극동지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가깝고 다수의 고려인과 교포들이 거

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한 현지 러시아인들을 유치하기에 적

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러시아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은 현지 러시아인들과의 교류가 잦을뿐더러 유대관계도 좋

은 편에 속한다. 이를 통해 실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국내 의

료기관에서는 러시아인들의 방문에 앞서 극동지역에 거주하는 고려

인들의 의료체험을 우선시하기도 한다.

“러시아에 사는 고려인들은 저희랑 잘 어우러져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코리아타운이라는 지역이 없을 거예요. 대체로 

러시아인들이 가지는 한국인에 대한 인상이 좋기 때문에 저도 한

국을 한 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른 나라하

고 비교하지 않고 좋은 인상 하나로 한국에 온 케이스예요.”

- ○○○, 남, 40대, 사할린 거주 러시아 의료관광객 

  

68) 연합뉴스, 2007년 10월 1일, ‘<고려인의 강제이주 70년> (1)이주역사와 수난’



- 110 -

  이와 같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특정 국가와의 심리적인 근접성은 

환자들이 가지는 목적지 판단과 향후 재방문을 유인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적 교류를 통한 담화의 기능은 신

뢰와 믿음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러시아 극동지역 환

자들과 우리나라 간의 심리적 이음새와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이 최종적인 목적지를 선

택하는 과정은 특정 목적지가 가지는 매력이나 장점을 고려하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국경을 넘어 자신이 이동하려는 목적지에 

대해 개인이 지니고 있는 경험이나 인상, 믿음에 기인한 총체적인 

이미지는 환자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진료

이동의 동기와 기대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글자가 그대로 써 있는 버스 본 적 있죠? 그게 

일부로 한국産인거를 보여주려고 안지우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중

략). 결국 의료관광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인은 바로 그 장소에 

대한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 ○○○, 남, 60대, 부산 ○○병원 러시아 환자 전문의

“확실히 중국보다는 한국이 좋다는 이미지가 있나 봐요.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해요.”

- ○○○, 여, 20대, 강남 ○○병원 러시아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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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연구의 이론적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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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약 및 결론

  오늘날 대중화된 의료관광 현상은 과거 거주지역과 자국 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던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과는 차이를 가진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함께 시․공간적인 제약

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환자들의 공간적인 개념은 글로벌

한 단계로 확장되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극동지역 환자들이 보

이는 진료이동 형태는 일반적인 의료관광과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주

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료관광의 주된 동기에는 환자들

이 거주하는 특정 공간의 배출요인과 이동 목적지의 흡입요인의 결

과로서 일정 수준의 의료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의 환경을 벗

어나 보다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기 위한 환자들의 자발적인 움직

임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주요사항인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환경의 평가와 최종목적지로서 우

리나라가 가지는 흡입요인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실제 국경

을 초월해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의 의료

관광 특성에 관해서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밝

힌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정부의 주도하에 전적으로 관리되는 의료시스템을 

갖춘 국가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대다수는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운영되는 공공의료체계이자 무상의료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보건수준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러시아는 사회

주의 해체와 함께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였으며, 당시를 기점으로 

의료환경의 전반적인 수준은 낙후된 상태로 정체되었다. 또한 이는 

지역적인 차별성과 국토 내 의료 불평등성의 가속화를 부추기기도 

했다. 특히 의료자원량에 따른 지역 간의 보건수준 차이는 극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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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인다. 실제로 극동지역은 러시아 내 

타 지역들과 비교하여 주민들의 보건수준이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불평등성은 거주민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박탈감과 

건강에 대한 기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극동

지역은 열악한 의료자원 수준에 따라 질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

며, 이는 다양한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극동지역의 

낙후된 의료환경은 환자들의 의료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타 지역

으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하지만 상위 

진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러시아 국토가 

가지는 특성상 물리적인 한계와 공간적 제약이 따른다. 이와 같이 

지역 내 의료환경 낙후성과 타 지역으로의 이동제한은 환자들로 하

여금 접근성이 우수한 인접 국가로의 이동에서 합리성을 가지게 된

다.     

  둘째, 실제로 해외로의 진료이동을 하는 극동지역 환자들은 대다

수가 의료적 속성(medical factor)을 가장 우선시하는 특징을 보인

다. 이러한 환자들의 특징은 극동지역 내 의료수요에 대한 동기와 

목적지에서의 실행과정이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신뢰성을 가질뿐더

러, 이를 통해 극동지역 환자들의 진료이동의 주된 행태를 건강을 

위한 초국적 이동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극동지역 환자들은 

질병과목에 기인한 상위진료에 대한 선호로 대도시로의 진료 지향

성을 보인다. 이는 자국 내 고차의료중심지 기능을 하는 수도권으로

의 제한성이 주된 이유가 되며, 이에 대한 차선지로서 인접 국가의 

대도시 의료기관을 확장된 진료권으로 설정하는 원인이 된다. 그 밖

에도 진료이동의 주된 가치와 결정요인이 의료적인 조건에만 국한

되지 않으며, 정서적 가치가 반영되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방한 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과는 달리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의 경우 부산을 목적

지로 공간을 점유하는 현상에서 이러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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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극동지역과 부산 간에 구축된 항만

교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산이 가지는 심리적 

친숙성과 인적 네트워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극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이 진료이동의 최종 목적지로서 우

리나라를 선택하는 동기에는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지리적인 근접성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 내에서도 우리나라와 물리적으로 멀어질수록 

방한 진료이동을 하는 환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은 진료

권 확대를 통한 목적지 선정에 있어 물리적인 거리가 미치는 영향

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러시아인들의 거리감각과 진료

이동의 범위를 파악함으로서 더욱 타당성을 가지기도 한다. 일반적

으로 환자들의 진료권 확장에 무리가 없는 지역권에 대한 인식과 

진료를 위해 이동을 감수할 수 있는 극동지역 환자들의 시․공간적 

범위가 일치함으로서 동일 지역권으로 여겨지는 우리나라는 극동지

역 환자들의 확장된 진료권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밖에

도 우리나라가 가지는 흡입요인은 극동지역 환자들의 방한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다. 사실상 한국으로의 반복적

인 이동과 의료목적의 방한 동기를 가지는 집단에게서 결정적인 가

치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최초방문자 집단과 

차이를 가지며, 결정적인 흡입요인으로 환자 개인의 정서적 가치와 

우리나라의 외재적인 특성이 반영된 심리적인 요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흡입요인은 지인과의 담화를 통한 공간적 신뢰감

을 형성함으로서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러시아 극동지역 의료환경이 가지는 전반적

인 낙후성과 이를 대체할 자국 내 공간으로의 물리적 한계는 한국

을 차선의 진료권으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며, 이는 보편적인 의료관

광 형태와 차별되는 의료에 집중된 진료이동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최종 목적지인 우리나라가 가지는 흡입요인은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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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의료적 속성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 환자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호감도와 국가 이미지와 관련한 공간적 신뢰감을 바탕으

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적으로 보편화된 의료관광 현상 중 자국 내 특성과 지리적인 이점

을 고려하여 초국적 진료이동을 하는 극동지역 환자들의 이동현상

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이는 특정 의료기관이 미치는 진료권의 범

위 확장과 환자들의 자발적 진료권 확대의 상호적인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낸다. 먼저 극

동지역 러시아 환자들의 관광현상에 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축소한 경향이 있다. 또한 이는 극동지역 이

외의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을 연구에서 일부 제외시킴으로서 러시아 

전반의 국제의료관광 현상을 진료이동에만 초점을 맞춰 일반화시킬 

가능성을 가진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지는 흡입요인에 있어 내재적

인 속성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전제하고 고려해 특정 의료적 흡입요

인의 영향력을 놓칠 수 있으며, 외재적인 요인이 지나치게 확대된 

결과로 도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극동지역 환자들이 

진료권을 확장하는 근거로 지역권의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사실상 

지역권에 관한 정의는 특정한 기준을 가지지 않으며 다소 모호한 

점이 있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방한 외국인환자 중 러시

아인 집단을 수요자와 수요국의 입장에서 접근하였다는 차별성을 

가지며, 지리학에서 비교적 다루어지지 않았던 의료환경의 공간적 

특성과 이에 따른 환자의 이동현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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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국가별 현황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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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설문을 통한 극동지역 환자들의 거주지역과 도시별 진료이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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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방한 러시아 환자의 수도권 내 분포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을 토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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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방한 러시아 환자의 부산지역권 분포도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을 토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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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반응구분(%)

고려인이 

우수하다고 

인정받는다

러시아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소수민족으로서 

차별당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285 4.6 49.5 24.6 21.4

[부록-5] 러시아 환자의 방한 진료이동 사례

[부록-6] 러시아 극동지역 거주 고려인들의 타민족과의 관계

자료: 임채완(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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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Ким Донсу, учусь в отделении географии аспирантуры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йчас я готовлю диссертацию на тему «Медицинские туры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за рубеж из-за устарел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в России». В 
связи с этим, я провожу опрос среди российских медицинских туристов в Корее в 
целях изучения фона поездки российских пациентов за рубеж и их культурной 
особенности. 

Ваши анонимные ответы будут статистически обработаны и использованы 
только в научных целях, а ни в коем случае не воспользованы в других целях. 
Благодарю Вас за выделенное время и ответы на мои вопросы. Ваши ответы 
будут очень полезны в данн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Выражаю глубокую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Аспирант отделения географии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им Донсу

Моб.тел: 010-3710-9328
E-mail: garazhanin@snu.ac.kr

Часть 1.  Состояние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в России

1. Что является главным поводом Ваше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за рубеж?

① Устаревшее медицинск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в целом в России

② Доверие к медицинским технологиям других стран, несмотря на хорошие отечеств

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③ Возможность сочетания туризма и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несмотря на такой же урове

нь медицины в России

④ Предпочтение хороши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независимо от стран

⑤ Другое(                                                                           )

2. Каковы самые серьезные недостатки в российской медицине?

(Можно выбрать несколько ответов)

① Медицинское оснащение и приборы ② Очередь пациентов и время приёма   

③ Числ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и персонала ④ Недоверие к медицинскому персоналу

⑤ Медицинская система и стоимость медобслуживания ⑥ Другое(                   )

3. Поставьте, пожалуйста, Вашу оценку общему уровню медобслуживания в России. 

                    +3      +2       +1             0       -1         -2        -3

   Очень довольны □-------□-------□-------□-------□-------□-------□ Недовольн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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Часть 2.  Особенности медицинских туров россиян

4. Что стало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выбора Кореи для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① Медицина(Medical) ② Туризм(Tourism) ③ Оба(медицина и туризм)(Medical+Tourism) 

5. Каким способом Вы получили информацию о корейском медицинском туризме пе

ред поздкой?

① Знакомые(друзья, родственники) ② Туркомпании(агентство) ③ Рекомендация больн

ицы или врача ④ Газеты/телевизор ⑤ Интернт/рекламы ⑥ Другое(                  )

5-1. Часто ли вы общаетесь со знакомыми и коллегами, с которыми разговаривали о 

корейском медицинском туризме?

① Да ② Нет ③ Часто общаюсь, но об этом не разговаривал. 

6. Поставьте, пожалуйста, уровень Вашего внимания к здоровью Вашей семьи и само

му себе.

                    +3      +2      +1            0        -1         -2        -3

   Очень довольны □-------□-------□-------□-------□-------□-------□ Недовольны

7. Как часто проходите комплексное медобследование?

① Раз в месяц ② Раз в 3 месяца ③ Больше 2 раза в год ④ Раз в год ⑤ Нерегулярно

8. Как часто получаете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прививки?

① Раз в месяц ② Раз в 3 месяца ③ Больше 2 раза в год ④ Раз в год ⑤ Нерегулярно

8-1. Виды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х прививок (открытый вопрос)

(                                                                                      )

9. Затраты на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е лечение в год. (открытый вопрос)

(             рублей)  

Часть 3.  Отношение русских к времени поездки

10.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обычно занимает поездка в другой город для посещения Ваших 

знакомых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На легковом автомобиле)

① Менее 1 ч  ② Менее 5 ч  ③ Менее 7 ч ④ Менее 10 ч ⑤ Более суто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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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Какое время переезда на автомобиле Вы считаете приемлемым для себя?

① Менее 30 мин ② Менее 1 ч ③ Менее 2 ч ④ Менее 3 ч ⑤ Другие ответы(        )

12. Какое время переезда на самолёте Вы считаете приемлемым для себя?

① Менее 30 мин ② Менее 1 ч ③ Менее 2 ч ④ Менее 3 ч ⑤ Другие ответы(        )

13.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Вы готовы выделить на поездку для обыч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ил

и лечения несерьезной болезни (Например, лечение зубов, уход за кожей, пластическ

ая операция и т.д.)?

① Менее 30 мин ② Менее 1 ч ③ Менее 2 ч ④ Менее 3 ч ⑤ Другие ответы(        )

14.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Вы реально сможете выделить на поездку в другой город в Рос

сии или другую страну для лечения серьезной болезни (Лечение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заболеваний, рака, лечение позвоночника и другие серьёзные операции)?

① Менее 1 ч  ② Менее 5 ч  ③ Менее 10 ч  ④ Более 10 ч ⑤ Нет ограничения

Часть 4.  Причина поездки в Корею

15. Какова главная цель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в Корею?

① Знакомство с культурой и жизнью Кореи, а также лечение несерьезной болезни

②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хронической болезни

③ Отдых и досуг в менее холодной в отличие от России стране

④ Сочетан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олучения простого лечения 

⑤ Сочетание посещения знакомых в Корее с получением простого лечения

⑥ Другое(                                                                         )

16. Какие преимущества есть у корей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Китаем?

 (Можно выбрать несколько ответов)

① Разумные цены ②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медобслуживания 

③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близость ④ Разнообраз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⑤ Доверие к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и их вежливое отношение к туристам 

⑥ Общественное и культурное сходство ⑦ Положительный имидж Кореи 

⑧ Широкое признание Кореи в мире ⑨ Другое(                        )

17. Какие преимущества есть у корей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Японией?

(Можно выбрать несколько ответов)

① Разумные цены ②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медобслуживания 

③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близость ④ Разнообраз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 136 -

⑤ Доверие к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и их вежливое отношение к туристам 

⑥ Общественное и культурное сходство ⑦ Положительный имидж Кореи 

⑧ Широкое признание Кореи в мире ⑨ Другое(                        )

18. Какие преимущества есть у корей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айландом?

(Можно выбрать несколько ответов)

① Разумные цены ②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медобслуживания 

③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близость ④ Разнообраз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⑤ Доверие к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и их вежливое отношение к туристам 

⑥ Общественное и культурное сходство ⑦ Положительный имидж Кореи 

⑧ Широкое признание Кореи в мире ⑨ Другое(                        )

19. Какие преимущества есть у корейск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Сингапуром?

(Можно выбрать несколько ответов)

① Разумные цены ②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медобслуживания 

③ Географическая близость ④ Разнообраз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ресурсы 

⑤ Доверие к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и их вежливое отношение к туристам 

⑥ Общественное и культурное сходство ⑦ Положительный имидж Кореи 

⑧ Широкое признание Кореи в мире ⑨ Другое(                        )

20. Какой город и регион Вы предпочтаете для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в Корее?

① г. Сеул ②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③ г. Дэджон ④ г. Дэгу ⑤ г. Пусан 

⑥ Провинция Канвондо ⑦ Провинция Кёнсандо ⑧ Провинция Чолладо 

⑨ Провинция Чеджудо ⑩ Другие(              )

20-1. Почему Вы выбрали именно этот регион?

① Удобный транспорт ② Много известных и хороших клиник ③ Низкая стоимость м

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④ По рекомендации знакомого или врача ⑤ Место проживания зн

акомых ил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⑥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или другие дела ⑦ 

Различ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⑧ Замечательная природа ⑨ Атмосфера схожа с 

регионом проживания в России ⑩ Другие ответы(                                                  )

20-2. На чём Вы ездили или поедете в данный регион?

① На корабле(судне) ② На самолёте ③ На судне и самолете(с пересадкой) ④ Другой 

вид транспорта(                    )

- Продолжение на следующей страниц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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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

о

л

Возраст
Регион 

проживания

Вид 

жилья
Образование Профессия

Месячный 

средний 

доход 

семьи

① 

М

② 

Ж

① 10-20

② 20-30

③ 30-40

④ 40-50

⑤ 50-60

⑥ 60-70

⑦ 70-80

① Владивосток

② Хабаровск

③ Сахалин

④ Камчатка

⑤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

⑥ Другой

   (          )

① Отдель

ный дом

② Многос

емейный 

дом(кварт

ира) 

③ Дача

④ Другой

   (      )

① Средняя школа

② Высшая школа

③ Колледж

④ Университет

⑤ Аспирантура

① Школьник или 

студент

② Домохозяйка

③ Специалист

④ Инженер

⑤ Работник компании

⑥ Госслужащий

⑦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⑧ Простой рабочий

⑨ Пенсионер

⑩ Другая

   (                  )

① Меньше

   3тыс.р

② 3-5тыс.р

③ 5-10тыс.р

④ 10-20тыс.р

⑤ 20-30тыс.р

⑥ Больше 

   30тыс.р

Частота поездки в 

Корею

Частота поездок в 

Корею с целью 

получен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Цель первой 

поездки в случае 

посещения Кореи 

более 1 раза

Предполагаемая 

цель будущей 

поездки в Корею 

① 1-й раз

② 2-3 раза

③ 4-5 раз

④ 6-10 раз

⑤ Больше 10 раз

① 1-й раз

② 2-3 раза

③ 4-5 раз

④ 6-10 раз

⑤ Больше 10 раз

① Медицина

② Туризм

③ Медицина и туризм

④ Другие цели(убедитель

ная просьба ответить)

(                        )

① Медицина

② Туризм

③ Медицина и туризм

④ Другие цели(убедитель

ная просьба ответить)

(                        )

Часть 5.  Основые данные о медицинских туристах

▪ Поставьте, пожалуйста, отметку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ункты

- Благодарю за участи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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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동수입니다.

  

  저는 현재 「의료환경 낙후성에 따른 러시아인들의 초국적 진료이동」이라는 주제를 바

탕으로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한국에 방문하신 러시아 의료

관광객들의 지리적 이동배경 및 문화적 특수성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설문응답결과는 익명으로 통계처리 되며 학문적 목적 이외에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사

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

사드리며, 답변해주신 내용은 본 연구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김동수

Mobile: 010-3710-9328

E-mail: garazhanin@snu.ac.kr

PART 1.  러시아의 의료 현황
1. 해외로 의료관광을 오시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무엇입니까?
   ① 러시아의 전반적인 의료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

   ② 러시아의 의료기술 역시 우수하나 해외의 의료기술에 보다 신뢰를 가지기 때문

   ③ 자국과 해외의 의료환경은 동등하나 여행을 동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④ 국가에 상관없이 우수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

   ⑤ 기타(                                                                    )

2. 러시아의 의료환경 중 가장 문제되는 부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① 의료시설 및 장비    ② 대기환자 및 진료시간    ③ 의료업체와 의료진의 수

   ④ 의료진에 대한 불신  ⑤ 의료제도 및 진료비용    ⑥ 기타(                )

3. 러시아 의료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2        +1             0             -1        -2               -3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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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러시아인의 의료관광 특성
4.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시게 된 동기 중 어느 부분의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의료 (Medical)    ② 관광 (Tourism)    ③ 의료와 관광 모두 (Medical+Tourism) 

5.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고 방문하셨습니까?
   ① 지인(친구, 친척)    ② 여행사(에이전시)     ③ 병원 또는 의사의 추천 

   ④ 신문/TV            ⑤ 인터넷/광고            ⑥ 기타(               )

5-1. 나는 지인 또는 동료들과 자주 교류하는 편이며 한국의료관광에 대해 이야기 나눈 바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자주 교류는 하나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음

6. 평소 개인 또는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2        +1             0             -1        -2               -3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7. 평소 종합건강검진을 하는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① 한 달에 한 번 ② 세 달에 한 번 ③ 연간 두 번 이상 ④ 연간 한 번 ⑤ 정기적이지 않음

8. 평소 예방주사 접종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① 한 달에 한 번 ② 세 달에 한 번 ③ 연간 두 번 이상 ④ 연간 한 번 ⑤ 정기적이지 않음

8-1. 예방주사의 종류는? (주관식)
   (                                                                                 )

9. 치료 이외의 예방차원 연간 의료비 지출은 어느 정도 입니까? (주관식)
   (              루블)  

PART 3.  러시아인의 거리감각 특성
10. 평소 지인 또는 친지방문을 위해 타 도시로 이동할 때 평균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자가용 기준)
   ① 1시간 이내    ② 5시간 이내    ③ 7시간 이내    ④ 10시간 이내    ⑤ 하루 이상

11. 보통 자가용으로 몇 시간 이내의 거리를 본인의 지역권으로 간주하고 계십니까?
   ① 30분 이내    ② 1시간 이내    ③ 2시간 이내    ④ 3시간 이내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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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통 비행기로 몇 시간 이내의 거리를 본인의 지역권으로 간주하고 계십니까?
   ① 30분 이내    ② 1시간 이내    ③ 2시간 이내    ④ 3시간 이내    ⑤ 기타(        )

13. ‘단순 검강검진 또는 경증치료’를 위해 어느 정도의 이동시간을 감수하실 수 있으십니까?
(치과, 피부관리 및 미용, 성형 등)

   ① 30분 이내    ② 1시간 이내    ③ 2시간 이내    ④ 3시간 이내    ⑤ 기타(        )

14.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러시아에 위치한 타 도시 및 해외로의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개인적으로 허용 가능한 시간적 이동범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심혈관계 질환, 암, 척추치료, 기타 큰 수술 등)

   ① 1시간 이내    ② 5시간 이내    ③ 10시간 이내    ④ 10시간 이상    ⑤ 시간제한 없음

PART 4.  한국으로의 이동원인
15.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시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한국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경험하며 경증의 치료를 함께 받기 위해

   ② 평소 앓고 있던 질병을 계기로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해

   ③ 러시아의 추운 날씨를 피해서 휴양 및 여가를 즐기기 위해

   ④ 비즈니스 및 사업차 방문겸 간단한 의료시술을 위해 

    ⑤ 한국에 거주하는 지인과의 만남과 간단한 진료를 병행하기 위해

          ⑥ 기타(                                                         )

16. 중국과 비교해 한국 의료관광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의료관광 경험자만, 중복선택 가능)

    ① 합리적인 가격    ② 높은 의료수준    ③ 지리적 근접성     ④ 다양한 관광자원

    ⑤ 국민들의 신뢰성 및 친절도    ⑥ 사회·문화적 친 감    ⑦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⑧ 한국의 높은 국가인지도    ⑨ 기타(                                  )

17. 일본과 비교해 한국 의료관광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 의료관광 경험자만, 중복선택 가능)

    ① 합리적인 가격    ② 높은 의료수준    ③ 지리적 근접성     ④ 다양한 관광자원

    ⑤ 국민들의 신뢰성 및 친절도    ⑥ 사회·문화적 친 감    ⑦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⑧ 한국의 높은 국가인지도    ⑨ 기타(                                  )

18. 태국과 비교해 한국 의료관광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국 의료관광 경험자만, 중복선택 가능)

    ① 합리적인 가격    ② 높은 의료수준    ③ 지리적 근접성     ④ 다양한 관광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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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국민들의 신뢰성 및 친절도    ⑥ 사회·문화적 친 감    ⑦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⑧ 한국의 높은 국가인지도    ⑨ 기타(                                  )

19. 싱가포르와 비교해 한국 의료관광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싱가포르 의료관광 경험자만, 중복선택 가능)

    ① 합리적인 가격    ② 높은 의료수준    ③ 지리적 근접성     ④ 다양한 관광자원

    ⑤ 국민들의 신뢰성 및 친절도    ⑥ 사회·문화적 친 감    ⑦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⑧ 한국의 높은 국가인지도    ⑨ 기타(                                  )

20. 한국의 의료관광지 중 특별히 선호하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① 서울         ② 경기도        ③ 대전          ⑤ 대구        ④ 부산   

    ⑤ 강원도       ⑥ 경상도        ⑦ 전라도        ⑧ 제주도      ⑨ 기타(        )

20-1. 그 지역을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① 편리한 교통   ② 인지도나 명성이 높은 병원들이 다수 집   ③ 저렴한 의료가격 

    ④ 지인이나 의사의 추천   ⑤ 지인이나 친지가 거주하는 지역이라   ⑥ 비즈니스 목적  

    또는 기타 업무   ⑦ 다양한 관광명소   ⑧ 우수한 자연환경   ⑨ 러시아 거주 지역과   

    비슷한 환경이라   ⑩ 기타(                                                       )

20-2. 그 지역으로의 접근 방법은?
      ① 선편(배) ② 비행기 ③ 선편 비행기 모두(환승) ④ 기타(          )

- 다음 장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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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거주
지역

거주
형태 학력 직업 가족 월평균 

소득수준

① 남

② 여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① 블라디보스톡

② 하바롭스크

③ 사할린

④ 캄차카

⑤ 사하공화국

⑥ 기타

   (          )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아파트)

③ 다차

④ 기타

   (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 재/졸

④ 대학 재/졸

⑤ 대학원 이상

① 학생

② 주부

③ 전문직

④ 기술직

⑤ 회사원

⑥ 공무원

⑦ 자영업

⑧ 단순

   노동직

⑨ 은퇴

⑩ 기타

   (    )

① 3000루블

   이하

② 3000~

   5000루블

③ 5000~

   10000루블

④ 10000∼

   20000루블

⑤ 20000~

   30000루블

⑥ 30000루f

   이상

한국 방문 횟수 의료목적 방문횟수 복수 방문 시
최초의 방문목적

향후
재방문 시 목적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10회

⑤ 10회 이상

① 1회

② 2~3회

③ 4~5회

④ 6~10회

⑤ 10회 이상

① 의료

② 관광

③ 의료+관광

④ 기타목적(기입요망)

(                   )

① 의료

② 관광

③ 의료+관광

④ 기타목적(기입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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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ansnational Movement for Medical Treatment 

of Russian Patients in the Far East

- With a focus on the phenomenon of medical tourism to South Korea -

Dongsoo Kim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ditions of a medical environment in a certain region 

can be understood through its spatial attributes to facilitate the 

‘push’ and ‘pull’ of patients.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be 

examined as a complex phenomenon related to th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 groups as well as population 

movement among regions via medicine. In that aspect, today's 

phenomenon of global medical tourism can be a subject of 

geographical research since it involves the spatial scope 

expansion of medical service and the resulting transnational 

movement of patients. In addition, spatial inequality of the 

medical service level that was not discussed in the old medical 

geography and the expansion of medical service area at a global 

scale present a new research topic of such new type of medical 

movement. In that sense,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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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iorated medical environments of Russia in the Far East 

through its medical tourists visiting South Korea and the 

expansion of medical service area globally.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Far East area of Russia is a blind spot for medical 

service characterized by overall deteriorated medical 

environments and poor public health. The fundamental causes 

include the overall social phenomena of the nation following the 

regime change, the geographical conditions of the Far East, and 

the limited physical access to top level cities. People's 

increasing interest in health due to the low life expectancy and 

rising demands for high-grade medical service due to economic 

growth have spread the climate of no trust in the medical 

environments of the region and resulted in dissatisfaction, which 

in turn directly caused patients to go overseas. The patient 

groups of certain income level are thus looking for the 

rationality of proper medical service at high-grade medical 

institutions in neighboring nations, moving out of the country's 

medical environments. 

  Second, the Russian patients in the Far East visiting South 

Korea for medical tourism display a unique tendency in terms of 

demand. While medical tourists to advanced nations and South 

Korea focus on wellness tourism centered around procedures for 

mild symptoms, relaxation, and resting, the Russian patients 

from the Far East cross the borders for purely medical 

purposes with the attributes of tourism excluded. They also 

occupy space usually in large cities including Seoul and Busan 

because of the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certain spac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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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preference for large-scale medical institutions can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compensate for the low access to 

high-grade medical service in their residential areas and 

restriction of high-grade treatment in their home country. 

  Finally, the deteriorated medical environments of Russia in the 

Far East and the geographical limitations of movement among 

cities in the Russian territory have caused patients to go 

overseas for treatment. Meanwhile, geographical proximity has 

served as a powerful judgment for them to set the second best 

medical service area and endure a movement to the destination 

for treatment. It should be also highlighted that psychological 

factors have played decisive roles including the impressions and 

prejudices of the countries they select since the decision is 

directly connected to their bodies and health. It means the 

Russian patients' ongoing visits to a destination for medical 

service and their transnational expansion of medical service area 

beyond the Far East. They should thus be differentiated from 

medical tourists also pursuing travel purposes or one-time 

patients. The large number of Russian patients in the Far East 

to South Korea is the result of its advantages to meet their 

physical access and familiarity needs.

  In modern society, the entire world is moving toward 

localization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phenomenon has reduced time and space requirements in 

medical service and expanded the spatial concepts of patients. 

The scope of medical service, which used to be limited to a 

region or nation, has faced rising demands with the emergence 

of large medical institutions to accommodate multi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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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s. The phenomenon has led to the deconstruction of the 

fixed concept of adhering to medical facilities within the nation 

and rational choices among patients. The study claims its 

significance by dealing with the phenomenon of "patients" 

movement rather than "tourists" who could be neglected within 

the framework of medical tourism, a popular phenomenon and by 

providing a geographical perspective by combining the attributes 

of medical service with spatial phenomena. 

  Keywords: Medical Environment, The Far East Region in Russia,  

             Movement for Medical Treatment, Push and Pul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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