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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aimed to investigate problems relating to medical tourism based on a review of medical tourism 

reports and statistics in the global healthcare industry. To be a leading nation in the global healthcare in-

dustry, the needs and culture of many peoples, including Muslims, should be considered. Qualified medical 

services by JCI certification, including nutrition services, will provid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inter-

national and Asia medical tourism markets. In this article, the definitions of medical tourism, medical service, 

Halal and Haram, nutrition service for inbound Muslim patients, and Halal food supply in Korea were exam-

ined for medical service improvement. Mutual assista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enterprise, shar-

ing of medical service information, and construction of a cooperative network system are needed and should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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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드라마와 K-Pop으로 인한 한류열풍, 경제교

류의 증대, 한국관광 인지도 증가 등이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2005년부터 방한관

광객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 목적의 입국

은 점차 휴양 및 의료관광이라는 의료산업 활성화

의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의료관광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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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

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연구를 한 선행자

에 따라 많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북미와 독

일, 스위스 등의 유럽뿐만 아니라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인도 등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차

세대 성장동력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뉴 레

니엄 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후, 이명박 정부에서 대

한민국의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고부가

가치 창출사업인 글로벌헬스케어산업(Global Healthcare 

Industry), 즉 의료관광산업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사업

을 선정하였고, 2009년 5월 1일 ‘의료법’ 개정으로 

글로벌헬스케어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후 박근

혜 정부에서도 의료관광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글로벌헬스케어산업 전문가육성 등

을 통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효과가 커, 신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산업으로 평가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아랍에미

리트(UAE)와의 직항노선 취항, 한국과의 경제교류 

활동 확산, 한국 의료수준의 이미지 향상 홍보 및 

2015년 한국-카자흐스탄 무비자 시행, 비즈니스 수

요증가 등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한

국관광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의 정부기관이 

지원해왔다. 

한편 요즈음은 무슬림국가로의 할랄식품 수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Outbound-Economic Effect)의 

기대로, 우리나라 식품의 할랄인증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정책적으로 접근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무슬림의 지속적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Inbound-Economic Effect)와 연계되는 만족

도 높은 의료관광 활성화 노력에는 상대적으로 관

심도가 낮은 것이 현실로 의료서비스를 위한 구체

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미래 고부가가치창출산업으로 부각되어진 외국인환

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분석과 방한 무

슬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관점을 영양관리 중심으

로 고찰하여 방한하는 무슬림환자에 대한 의료서비

스 개선에 관한 체계적 접근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이론적 배경 

1) 의료관광 현황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의료관광(Medical Tourism)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

는데, 세계적으로 의료관광객수는 2009년 약 240만 명 

에서 연평균 30%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13년

에는 약 690만 명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빠른 성장속

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2018년 글로벌 의료

관광객수는 약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 하였다.

이러한 세계의 의료관광시장 성장세 속에 아시아 

의료관광의 존재감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아시아의 의료관광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인도, 한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를 방문

하는 국제의료 관광객은 주로 아시아인들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을 이용하는 외국인으로는 중

국인 환자와 러시아 환자가 많으며, 중동, 중앙아시

아 등 한국의료 세계화를 위해 정부간(G2G)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전략국가의 환자수도 꾸준히 증가하

고 있다. 또한 정부 간 환자송출 협약의 성과로 2014년 

아랍에미리트 환자는 2013년 대비 129%, 카자흐스

탄 환자는 177.8%, 우즈베키스탄 환자는 40.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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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of inbound tourists and foreign patients.

Classification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Inbound tourist 6,890,841 7,817,533 8,797,658 9,794,796 11,140,028 12,175,550 14,201,516

Inbound Muslim 
tourist

313,298 310,129 384,710 468,220 541,518 642,163 751,931

Ratio of inbound
Muslim tourist (%)

4.5 4.0 4.4 4.8 4.9 5.3 5.3

Variation of Muslim 
tourist (%)

12.2 –1.0 24.0 21.7 15.7 18.6 17.1

Foreign patients -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266,50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8∼2014), revised

Table 1. Trends of major inbound medical tourism nations in Asia.

Nations
Number of 

medical tourism 
Medical treatment Merits

Number of 
JCI certification 

Thailand 2,200,000 (2011) Plasty, lasik, sex reversion, 
alternative medicine, dental care

High medical level, low price, 
speedy service

45 (2013)

Singapore 725,000 (2010) Blood disease, grafting of heart and liver High medical level, English usage, 
western culture and social tradition 

22 (2013)

Malaysia 671,000 (2012) Health examination, plasty, spa, 
acupressure, reflex therapy

English usage, low price, modern health 
facilities & trained medicine faculty, 
overall diagnosis and therapy support

8 (2012)

India 731,000 (2010) Dilaceration of heart, arthrodesis, 
plasty, ayurveda, yoga

Low price,  high medical level, 
English usage

11 (2009)

Korea 150,000 (2012) Cancer, health examination, 
cardiovascular disease, plasty, dental care

High medical level, low price, 
speedy service

39 (2013)

J. Korean Medical Tourism (2013), revised

증가하였다. 

그러나 Chung 등(2013)의 연구를 보면, 아시아권

에서의 한국의 의료관광산업 국제경쟁력은 의료관

광 선도국인 싱가포르를 100%로 보았을 때 88% 수

준으로 평가되었고, 말레이시아는 84%, 태국은 64%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한국은 의료진 및 의료비, 

의료시설이 포함된 생산요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

은 점수를 받았으나, 전략, 구조 및 경쟁양상요인에

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의 

주된 요소는 개방성과 관련된 요소 즉, 외국인에 대

한 문화적 수용태도나 관광개방성에 대한 의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 Table 1을 볼 때 

국제의료기관인증(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기준의 인증병원수가 많고 의료기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료평가는 높으나, 그 외적인 면으로 보이는 

의료서비스에서는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은 2008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방한 무슬림 관광객 역시 2008년 4.5%에서 2014년 

5.3%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

한 해외 관광객 중 외국인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의료서비스의 정의

세계적으로 의료관광시장이 확대되면서 의료관광

에 대한 시각을 ‘메디컬 투어리즘(medical tourism)’

과 ‘웰니스 투어리즘(wellness tourism)’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메디컬 투어리즘이 말 그대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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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웰니

스 투어리즘은 건강한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

는 광의적 개념으로, 웰니스의 3대 요소인 운동, 영

양, 휴양을 통합하여 추구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국

내에서는 이를 의료관광, 보건관광, 헬스 투어리즘

(health tourism)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Lim 등

(2013)에 의하면 이 같이 의료관광의 형태는 2009년 

의료관광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한 이래 각종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다.

의료관광의 주된 구성요소로써의 의료서비스는 

의료행위를 경제적 생산 활동의 하나로 보고 의료

인력, 각종 시설 및 장비와 중간재에 의해 서비스되

는 것으로, 전문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

를 취득한 전문가들이 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하

는 행위이며, 이 치료에는 예방적 처치 또한 포함한

다고 Kim 등(2003)은 정의하고 있다. 특히 현대 의

료산업에서의 의료서비스는 의료 기술적 서비스와 

기술 외적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의료 기

술적 서비스란 기술적 지식에 따라 과학적이고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의료인이 환자의 기대수준

에 부응하여 환자를 이해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이

다. 기술 외적 서비스는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 접근성 및 편의성, 물

리적 환경, 인적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환자의 만족도는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핵

심지표로써 의료서비스의 질과 이미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임과 동시에 환자의 치료 순응도 및 병

원 재이용, 구전 등과도 관련되어 그 중요성이 크다

고 하였다(Kim 등 2003; Myburgh 등 2005; Hwang & 

Son 2007).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은 증가하는 국민 의료수요

를 만족시키고자 지속적인 정부차원의 노력과 막대

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우수한 의료인력 및 인

프라 부족으로 외국 의료기관의 의존도가 매우 높

다. 특히, 아부다비는 일 년에 약 13만 명의 환자들

이 해외병원을 찾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이며, 

아부다비 보건청의 전액 지원으로 자국 내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약 3,000명의 환자를 외국으로 송출

하고 있는 세계보건의료시장의 전략국가이다.

Jin & Lee(2015) 자료를 보면, 그간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은 중동지역에 한국의료를 알리는 홍보ㆍ마

케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로 한-UAE 

간 MOU(’11.3월)와 환자송출계약(’11.11월)을 체결하

였고, Table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14년 아랍에

미리트연합의 환자(2,633명)는 2013년(1,151명) 대비 129% 

증가하는 등 아부다비 보건청 환자를 유치하는 성

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환자송출 협약 체결에 따른 환자 방한은 아부다

비를 시작으로 중동지역에 국내 우수 의료기술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부족 구성체인 중동지역의 특성

상 구전 효과를 통해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는 점차 확산되어 나아갈 것이며, 아랍에미리트

(UAE) 외에도 유사한 송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오만 등과도 협의를 추진

함으로써 중동 지역에 한국의료(K-Medicine) 붐을 새

로이 조성해나갈 수도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의료관

광, 즉 의료서비스는 ‘건강검진’, ‘질병치료’, ‘환자

식’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진료과

목별로 보면 내과, 성형외과, 건강검진 및 피부과, 

정형외과 등의 순으로 방문환자의 진료특성이 나타

는 것으로 보아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3) 무슬림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슬람 종교인인 무슬림은 2015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약 16억 명이 넘을 정도이며, 

한류와 K-Pop 열풍으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무슬림 관광객이 의료관광이라는 형태로 발전

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면서 계속적

인 방한 무슬림 환자유치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데이터’

를 보면(Lim 등 2013), 2010∼2014년 우리나라에 입

국하는 관광객 중 아시아지역의 이슬람 인구비중이 

높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중동지역 국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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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bound Muslim nation tourists.

Nations 2010 2011 2012 2013 2014

Malaysia 113,675 156,681 178,082 207,727 244,520

Indonesia 95,239 124,474 149,247 189,189 208,329

Middle East 89,292 104,163 122,191 130,517 155,219

Total 298,206 385,318 449,520 527,433 608,068

Korea Tourism Organization Headquarters (2010∼2014)

Table 3. 2009∼2014 analysis of foreign patients by nations.                                                                      N (%)

Nations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Variation of

number

China 4,725 ( 7.8%) 12,789 (15.6%) 19,222 (15.7%) 32,503 (20.4%) 56,075 (26.5%) 79,481 (29.8%) 41.7

America 13,976 (23.2%) 21,338 (26.1%) 27,529 (22.5%) 30,582 (19.2%) 32,750 (15.5%) 35,491 (13.3%) 8.4

Canada 984 ( 1.6%) 1,714 ( 2.1%) 2,051 ( 1.7%) 2,756 ( 1.7%) 2,770 ( 1.3%) 2,941 ( 1.1%) 6.2

Russia 1,758 ( 2.9%) 5,098 ( 6.2%) 9,651 ( 7.9%) 16,438 (10.3%) 24,026 (11.4%) 31,829 (11.9%) 32.5

Japan 12,997 (21.6%) 11,035 (13.5%) 22,491 (18.4%) 19,744 (12.4%) 16,849 ( 8.0%) 14,336 ( 5.4%) 14.9

Philippine 356 ( 0.6%) 957 ( 1.2%) 1,178 ( 1.0%) 1,787 ( 1.1%) 1,848 ( 0.9%) 2,032 ( 0.8%) 10.0

Mongolia 850 ( 1.4%) 1,860 ( 2.3%) 3,266 ( 2.7%) 8,407 ( 5.3%) 12,034 ( 5.7%) 12,803 ( 4.8%) 6.4

Vietnam 327 ( 0.5%) 921 ( 1.1%) 1,336 ( 1.1%) 2,231 ( 1.4%) 2,988 ( 1.4%) 3,728 ( 1.4%) 24.8

Kazakhstan 128 ( 0.2%) 346 ( 0.4%) 732 ( 0.6%) 1,633 ( 1.0%) 2,890 ( 1.4%) 8,029 ( 3.0%) 177.8

Uzbekistan 113 ( 0.2%) 298 ( 0.4%) 491 ( 0.4%) 824 ( 0.5%) 1,358 ( 0.6%) 1,904 ( 0.7%) 40.2

United Arab
Emirates

17 (   0%) 54 ( 0.1%) 158 ( 0.1%) 342 ( 0.2%) 1,151 ( 0.5%) 2,633 ( 1.0%) 128.8

Saudi Arabia - 380 ( 0.5%) 920 ( 0.8%) 1,082 ( 0.7%) 1,294 ( 0.6%) - 19.6

Indonesia - 283 ( 0.3%) 424 ( 0.3%) 689 ( 0.4%) 1,067 ( 0.5%) - 54.9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2009∼2014), revised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Table 4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자국민 중 무슬림이 50% 이상인 중동권과 아

프리카 국적 외국인의 한국방문도 매우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방한 무슬림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

는 의료관광과 매우 상관성이 높은 현상을 볼 수 

있는데, Table 3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누적 외국인환자 수는 90만 명 

이고, 2015년 5월 중 누적 100만 명을 달성한 것으

로 추계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의 2009년부터 2014년 

의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을 보면 중국, 미국, 러

시아, 일본 등지에 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연합, 인도네시아 등의 무슬림국가 환

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의료관광산업은 타 산업과의 상승효과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는데 아직은 전 세계 의료관광산업에서 한국이 차

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2012년 세계의료관광객 

5,370만 명 중 한국 의료관광의 실적은 15만 명, 즉 

0.3%에 불과하다.

Jeong 등(2013)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환자유치는 관광과 의료서비스의 융

합을 통해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창출에 더욱 큰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유발계수도 제

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2015년 보건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해 26.7만 명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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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그에 

따른 진료수입은 5천 6백억 원에 달하며, 외국인환

자 유치율은 2009년 이래 연평균 34.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의료관광객은 일반관광객보다 체류기간이 

길고 소비액이 크며 진료비를 포함한 의료비용 외

에도 관광비용, 동반가족의 소비액 등을 고려할 때 

2015년에는 1조 2,740억 원, 2020년에는 5조 5,101억 원 

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전망된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글로벌 헬스케어 융ㆍ 

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효과 분석’을 보면 2017년

에 의료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50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의료관광산업으로 

벌어들이는 총수입이 약 2조 5,000억 원에 육박한다

는 추계가 나왔다. 이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

이 유형화되고 있고 맞춤형 전략도 강화되는 추세

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서는 이에 따른 ‘융ㆍ복합형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도 제안되고 있다. 

4) 무슬림과 할랄, 하람의 이해 

무슬림은 흔히 중동, 아랍, 이슬람권의 국가에 사

는 사람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중동은 지리적 분류, 

이슬람은 종교적 분류, 아랍은 언어적 분류로서, 아

랍국가에는 아랍어로 말하는 아랍인이 살면서 이슬

람교를 믿는 아라비아반도와 북아프리카 22개국을 

일컫는다. 이러한 아랍국가보다 범주가 큰 것이 이

슬람국가로 아랍국가로 분류되지 않은 터키와 이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

자흐스탄, 알바니아, 코소보 등도 이슬람국가에 포

함된다. 한편 중동국가란 19세기에 런던을 세계의 

중심에 두고 세계 각 지역을 구분하면서 만든 지역 

개념으로,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

들이 이에 속한다. 이 세 가지 분류기준을 공간적 

크기로 구분해보면, 중동국가＜아랍국가＜이슬람국

가 순으로 무슬림의 수가 많아진다. 이들은 동일한 

생활관습과 전통을 이어온 부족국가 형태의 공동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식문화 배경에 이슬람 

율법인 Shariah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의미의 할

랄(Halal)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하람(Haram)이

라는 종교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식품에 특히 

엄격하다. Um(2011)은 무슬림에게 있어 할랄과 하람

은 종교적인 행위이자 의무로서, 음식뿐만 아이라 

약, 의료, 옷, 화장품, 그리고 관광 등 생활 전반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할랄과 하람을 구분할 때는 

주로 음식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슬람의 

다비하법(Dhabiha)에 따라 도축된 가축(양고기, 소고

기, 닭고기, 산양)과 이들로부터 얻은 젖, 자연에서 

얻은 원재료로 가공되지 아니한 채소, 어류, 어패류 

및 벌꿀, 견과류, 과일과 곡류를 할랄음식이라 하고, 

하람이란 돼지고기, 개, 고양이 또는 잔인하게 도살

된 짐승고기나 술, 취하는 성분이 있는 식물류를 말

하는 것이다.

결 과

1. 무슬림의 의료서비스 방안 

1) 무슬림의 의료서비스 관리 

환자식사는 치료의 일환으로 환자의 질환 및 영

양상태에 근거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이 사항은 국

제의료기관인증(JCI)의 기준 항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 

식단개발연구”에는 환자대상 국가들의 종교, 식문화, 

식습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환

자식이 제공되고 영양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그들의 방문 목적인 진료수준뿐만 아니라 입국에서 

귀국까지 경험하게 되는 진료 외적인 서비스 전반

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고, 

이러한 진료 외적인 서비스 중에 외국인환자와 보

호자의 고충사항이 되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간과되

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식사라고 했다. 즉, 우리

나라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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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종교, 기호식품 및 혐오식품, 식이성 알레

르기 및 기타 식생활 및 식사섭취 관련 사항 등)의 

수집과 함께 병인 또는 병상태에 따라 급식이 가능

한 자국의 무슬림 메뉴를 이용한 식단개발로 병원

식에 대한 식사만족도(음식의 맛, 양, 배식서비스 정

보)를 높이는 것이 의료서비스에 있어 중요 항목이 

된다.

특히 종교로 인한 식생활의 현저한 차이는 질병

치료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타국에서 입

원치료를 하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병원식은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필요하다. 즉 외국인환자

의 문화와 국적별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는 것이 필요한데, “2013년 외

국인환자의 한국의료 만족도 조사보고서” 중, 특히 

중동지역 환자들은 JCI 기준 중 병원편 항목의 ‘식

사메뉴와 음식 맛’에 낮은 만족도를 보이며 중점개

선항목 지적하였는데,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

고 맛이 없어 불편하다’고 개선요구도가 높았다. 이 

결과로 볼 때 중동, 러시아, 몽골 등을 중심으로 무

슬림환자의 식단개발 및 지침제공을 통해 음식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고 외국인환자용 급식 기반 

구축과 같은 노력으로 국가별 다양한 메뉴 개발, 외

국인 환자식용 급식관리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기 개

발된 메뉴를 기반으로 방한 환자들이 치료과정에서 

겪을 식사로 인한 어려움을 식문화 이해와 식품의 

사용면에서 좀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접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다양성이 부족한 외국인환자 식단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한식당 운영이나 한국음식 체

험, 무슬림 음식의 공급 등으로 외국인환자와의 거

리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

2) 할랄식품의 수급현황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은 2015년 현재 약 18만 명

이며 방한 이슬람관광객은 70만 명 정도로 이들의 

식사를 위해서는 할랄 식재료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고 이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다. 

Chae & Lee(2015)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을 방문

하는 무슬림들은 방한 전 친구들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할랄식품 구매에 대

한 어려움을 듣고 자국에서 인스턴트 할랄식품을 

준비해와 아침과 저녁을 숙소에서 해먹는다고 했다. 

이는 무슬림 관광객들이 할랄식품 구매에 관한 어

려움 및 할랄 레스토랑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인지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준비를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Kim(2015)

도 무슬림 관광객이 여행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이 할랄음식(67%)”이라는 조사결과

가 있지만 국내 관계자는 이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

로 되지 않은 수준이라 했다.

국내 할랄인증 농식품 현황을 보면 133개 업체에

서 404개 제품이 인증 등록(KMF 인증, 2014년 12월 

31일 현재 기준)되었으며, 주요 인증업체별 식품현

황을 보면, A사(제빵류, 65종), B사(김치류, 10종), C사

(소스류, 10종), D사(라면 9종) 외 시럽, 아이스크림, 

유제품, 인삼류, 차류 등 15개 품목군이다. 이들 할

랄인증 등록식품은 국내(Inbound) 무슬림이 이용할 

수 있는 할랄식품이 될 수 있는 선택품목으로서 의

미가 있으나, 신선 농산물을 제외한 육류 등의 할랄

식품은 아직 원활한 공급이 안 되고 수입에 의존하

고 있으며, 특히 의료관광으로 방한하는 무슬림환자

의 영양관리를 위한 식재료 조달과 수급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슬림환자식을 위해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유제품, 가공식품류, 향신료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외국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업

체에 따라 외국 식재료 전문공급업체를 통해 국내

에서 유통되는 식재료로 공급하는 방식 혹은 한국

에서 생산되는 식재료 위주로 공급하는 방식을 채

택하고 있다. 최근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전남지역에 국내 첫 소 전용 

할랄공판장을 건립한다”고 밝히면서, 이곳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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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람 방식의 도축(Zabihah)을 실행하며 성인 이슬람

교도가 도축을 맡게 된다고 한다. 즉, 국내 이슬람

교도 13만 명과 이슬람관광객 연 70만 명을 대상으

로 한 쇠고기 판매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이는 할

랄인증 도축장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

을 감안한 것이다. 이는 무슬림 대상의 할랄식품산

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효과적 할랄식품 공급시장이 형성되

고 이로서 국내 할랄식품 공급 확대가 되어 일반관

광과 의료관광을 위한 식재료공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고 찰

우리나라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헬스

케어산업과 함께 중동의 무슬림을 위한 할랄식품 

수출로 새로운 국가경제의 기반을 준비하는 현 시

점에서, 세계 동향에 맞는 글로벌 의료관광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병원 실

무자, 영양전문가들에 의한 의료서비스가 준비되고 

실행되어야 하겠다. 외국인환자, 특히 무슬림 대상

의 환자식단 및 조리전문교육으로 의료관광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세계 최고의 의료관광대국으로 인지

도를 높이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며, 한국 병원들

은 저렴하면서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지도 고취를 위해 앞선 기술과 고급 

시설, 국제적 인증, 타 국가병원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는 국제적 할랄인증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고 

글로벌 할랄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국형 할랄인증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는 할

랄 수출대책과 함께 국내의 무슬림관광객 및 무슬

림환자유치시장에 할랄식품공급에 대한 공신력이 

생기는 큰 변화로 예측된다. 

무슬림의 진료와 입원이 이루어지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병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조리시설 가이드

라인, 할랄 레시피, 할랄식품 공급망 구축 및 의료

서비스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정부에서는 농림식품수산부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할랄 및 코셔시장을 담당할 중동 현지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방한관광객 및 무슬림 환자를 

위한 준비된 의료서비스 시스템, 즉 ‘할랄식품 사업

단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할랄식품 사업단 종합지원센터는 할랄인증 정보, 

인증을 위한 기술적 지원ㆍ식품을 이용한 메뉴개발,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전담하는 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무슬림을 위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오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는 본격적 추진체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1. 본 연구는 무슬림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의 성공적 진입을 위해 의료통계 자

료를 재편집함으로써 의료관광서비스에 관한 인

식을 고취하고 문제점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헬스케어산업, 특히 무슬림 대

상 의료관광의 주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그들의 문화와 필요성에 대해 깨어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영양서비스를 포

함하여 국제의료기관인증에 의해 질적으로 인증

된 의료서비스의 준비는 국제적 또는 아시아에서

의 의료관광시장에서 선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

회가 될 것이다. 

2. 본 연구에서는 의료관광, 의료서비스, 할랄과 하

람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방한 무슬림환자를 위

한 영양서비스, 한국 내의 할랄식품 공급 등을 의

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재조명하였다. 정부

와 민간기업 간의 상호협조, 의료서비스 정보의 

공유 그리고 협력네트워크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

요하며 이에 정부의 도움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J Korean Diet Assoc 21(4):333-341, 2015 | 341

REFERENCES

Chae KY, Lee HY (2015): A study on the application to halal 

tourism to promote Islamic tourism market in Korea. 

Foodserv Ind J 11(2):95-103

Chung Y, Lee KJ, Kim SH (2013): An analysis on interna-

tional competitiveness of medical tourism industry in S. 

Korea, Thailand, Singapore, Malaysia. Health Soc Welf Rev 

33(3):302-326

Hwang JI, Son IS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with hospital care. J Korean 

Acad Nurs Admin 13(3):345-351

Jeong JY, Kim HJ, Shin UW (2013): Analysis on effect of 

global healthcare (medical tourism) complex-harmony busi-

ness model development - Focus on foreign patients -. 

KHIDI Brief 95:1-12

Jin KN, Lee EJ (2015): A comparative analysis of official med-

ical tourism websites: Korea, Thailand, Malaysia. J Korea 

Contents Assoc 15(2):408-418

Kim EM (2015):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associated 

with Halal food. Food Sci Ind 48(2):12-24

Kim YK, Jung KT, Ahn YS, Lee SE, Jang YH, Han BR 

(2003): The influence of dental service qualities on the pa-

tient satisfaction and royalty in dental clinic and hospitals. 

Korean J Hosp Manag 8(3):49-71

Lim JW, Lee KE, Ha DH (2013): The relationship among 

Korea’s national image, emotional & cognitive image as 

tourist destination, and medical tourism image. Korean J 

Tour Study 28(3):231-250

Myburgh NG, Solanki GC, Smith MJ, Lalloo R (2005): Patient 

satisfaction with health care providers in South Africa: the 

influences of race and socioeconomic status. Int J Qual 

Health Care 17(6):473-477

Um IR (2011): Halal, Muslim eats within God permit. Hanol. 

Seoul. pp.3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