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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s it becomes difficult to move between countri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it can be expected that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entering Korea for
treatment will decrease significa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hospitalization of foreign patients over the past 6 years and the
impact of COVID-19.
Methods: The sex, age, nationality, and histories of foreign patients who visited the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from 2016 to 2021 were collected. A total of 25,569
subjects were analyzed.
Results: For six years from 2016 to 2021,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increased
steadily before COVID-19 but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COVID-19. Overall, it was
analyzed that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foreign patients from 2016 to 2019
was about 6%. However,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the number of patients in
2020 decreased by about 57%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by about 1% in
2021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Conclusion: It is believed that the decrease in foreign patients in a situation such
as Corona 19 is due not only to the risk of infection, but also to the difficulty of
moving between countrie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driving force for the
movement due to the medical skill gap still exists. Therefore, if this situation improves,
it is judged that the phenomenon of moving abroad in search of medical care is
inev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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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료 목적으로 방문하여 왔다. 의사의 기술 및 진료 수준을 가장 중
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1]. 외국인 환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환자가 국경을 넘어 한국을 의

은 그에 맞추어 의사, 간호사, 행정직 및 특히 그 언어에 맞는 통
역사를 확보하여 인력을 분배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시설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of overseas patients who visited
SNUH, 2016–2021
Characteristic

Pre-COVID19
(n=20,579)

Post-COVID19
(n=4,990)

및 공간의 확보와 유지를 위한 기초 자료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의료 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현황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
다.

P -value

또한, 코로나19(COVID-19)의 유행으로 국가 간 이동이 어렵

Sex
Male
Female

8,327 (40.5)

2,096 (42.0)

12,252 (59.5)

2,894 (58.0)

게 되자 국내로 치료를 받고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도 크게 줄었

0.0470*

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2].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코로나19 이
후의 시대를 예측하고 다음 번 전염병의 유행을 준비하는데도 도

Age group (yr)
0–9

2,888 (14.0)

457 (9.2)

10–19

1,323 (6.4)

320 (6.4)

20–29

4,617 (22.4)

1,173 (23.5)

30–39

3,630 (17.6)

866 (17.4)

40–49

2,635 (12.8)

667 (13.4)

50–59

2,821 (13.7)

733 (14.7)

60–69

1,931 (9.4)

571 (11.4)

≥70

734 (3.6)

203 (4.1)

6,853 (33.3)

1,404 (28.1)

이 연구는 최근 6년간 일개병원의 외국인 환자의 현황과 코로
나19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
19 이후의 외국인 환자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며, 국가별 코로나
19 이전의 방문 추세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와 회복의 정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0.001*

Nationality
China

움이 될 것이다.

<0.001*

USA

3,052 (14.8)

1,231 (24.7)

Mongolia

2,747 (13.3)

505 (10.1)

UAE

1,166 (5.7)

116 (2.3)

Kazakhstan

1,332 (6.5)

145 (2.9)

Russia

654 (3.2)

120 (2.4)

Others

4,775 (23.2)

1,469 (29.4)

Year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의 SUPREME (CDW 연구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진료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성별, 나이, 국적, 그리고 방문과의 자료를 수집한다. 총 분
석 대상자 수는 25,569명이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환
자의 병원 방문 현황을 국가별로 구분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 기점을 기준으로 추세와 실제 외국인 환자 수를 비교하였다.

<0.001*

2016

4,671 (22.7)

0 (0.0)

통계 분석은 STATA 17.0 (Stata Corp., College Station, TX,

2017

4,653 (22.6)

0 (0.0)

2018

5,390 (26.2)

0 (0.0)

USA)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후향적 자료 연구로 서울대학교병

2019

5,865 (28.5)

0 (0.0)

2020
2021
Annual visitor

0 (0.0)

2,505 (50.2)

0 (0.0)

2,485 (49.8)

5,145±590.2

원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
터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IRB no. E-2203-140-1309).

III. 결

2,495±14.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standard deviation.
SNUH: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 -values were calculated by chi-squared test. *P -value<0.05.

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외국인 환자의 수는 코로나19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코로나19 이후로 크게 감소하였

Table 2. YoY and CAGR of overseas patients who visited SNUH, 2016–2021
Nationality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CAGR (2016–2019)

YoY (2020)

YoY (2021)
–34%

1,340

1,253

1,857

2,403

846

558

20%

–65%

USA

832

777

733

710

479

752

–33%

57%

Mongolia

629

661

749

708

273

232

–4%
3%

–61%

–15%

UAE

281

320

301

264

61

55

–2%

–77%

–10%

Kazakhstan

350

301

352

329

97

48

–2%

–71%

–51%

Russia

153

171

159

171

73

47

3%

–57%

–36%

Others

1,086

1,170

1,239

1,280

676

793

4%

–47%

17%

Total

4,671

4,653

5,390

5,865

2,505

2,485

6%

–57%

–1%

China

YoY: year on year growth rate,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SNUH: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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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China
USA
Mongolia
UAE
Kazakhstan
Russia
Others

Number of patietns

6,000
5,000
4,000

다(Table 1).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6%로 분석되었다. 그러다가 코로나19의 영향
으로 2020년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약 57% 감소하였으며, 2021년
에는 전년 대비 약 1% 감소하였다.
국가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UAE, 카자흐스탄, 중국, 몽
골,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환자 수가 50% 넘게 감소하였다(Table

3,000

2). UAE와 몽골의 환자 수는 2021년에는 전년 대비 각각 –10%,

2,000

–15%로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나, 카자흐스탄, 중국, 러시아 환
자 수는 2021년에는 전년 대비 –51%, –34%, –36%로 2020년에

1,000

비해 더욱 감소하였다. 그러나 미국 국적의 환자 수는 2020년에

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Year

Fig. 1. Trends in overseas patients who visited Seoul Na-

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2016–2021. The number of overseas patients who visited SNUH suddenly decreas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t has decreased
by 57%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2019년 대비 약 33%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
준을 회복하였다(Fig. 1, 2).
또한, 외국인 환자의 국적에 따른 성별, 연령별 분포가 다양하였
다(Table 3). 중국 환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 여성의 비율
이 약 70%였고, 20대가 가장 높아 36.2%였다. 국가별 남성의 비
율은 미국 국적에서 46.2%로 가장 높았다. 미국 국적자 중 50대
가 19.2%로 가장 많았다. 몽골은 40대가 23.3%로 가장 많았고,

3,00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Number of patients

2,500
1,500
1,000
500
0
China

USA

Mongolia

UAE

Kazakhstan

Russia

Others

Nationality

Fig. 2. Trends in overseas patients by

nationality, 2016–2021. In 2021, the
number of patients in UAE and Mongolia decreased by –10% and –15% from
the previous year, respectively, while
the number of patients in Kazakhstan,
China and Russia decreased by –51%,
–34% and –36% in 2021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respectively. However, in 2021, the number of USA patients returned to pre-COVID-19 levels
after a decline of about 33% in 2020
compared to 2019.

Table 3. Number and proportion of overseas patients by sex, age and nationality in SNUH, 2016–2021
Characteristic

China

USA

Mongolia

UAE

Kazakhstan

Russia

Others

Sex
Male

2,486 (30.1)

1,978 (46.2)

1,388 (42.7)

586 (45.7)

662 (44.8)

340 (43.9)

2,983 (47.8)

Female

5,771 (69.9)

2,305 (53.8)

1,864 (57.3)

696 (54.3)

815 (55.2)

434 (56.1)

3,261 (52.2)

168 (11.4)

154 (19.9)

854 (13.7)

Age groups
0–9

919 (11.1)

385 (9.0)

545 (16.8)

320 (25.0)

10–19

416 (5.0)

251 (5.9)

299 (9.2)

121 (9.4)

89 (6.0)

80 (10.3)

387 (6.2)

20–29

2,987 (36.2)

505 (11.8)

227 (7.0)

169 (13.2)

177 (12.0)

74 (9.6)

1,651 (26.4)

30–39

1,548 (18.8)

685 (16.0)

463 (14.2)

249 (19.4)

231 (15.6)

115 (14.9)

1,205 (19.3)

40–49

620 (7.5)

619 (14.5)

756 (23.3)

174 (13.6)

254 (17.2)

131 (16.9)

748 (12.0)

50–59

981 (11.9)

821 (19.2)

551 (16.9)

122 (9.5)

284 (19.2)

100 (12.9)

695 (11.1)

60–69

624 (7.6)

720 (16.8)

269 (8.3)

91 (7.1)

195 (13.2)

92 (11.9)

511 (8.2)

≥70

162 (2.0)

297 (6.9)

142 (4.4)

36 (2.8)

79 (5.4)

28 (3.6)

193 (3.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SNUH: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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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0–9세의 아동이 25.0%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된다면 의료 서비스를 찾아 해외로 이

마지막으로, 외국인 환자의 전문과 진료 방문 현황을 코로나19

동하는 현상은 필연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비교하였다(Table 4). 코로나19 전후로

이 연구의 제한점은 일개병원의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해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일반외과를

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외래와 입원 구분 없이 외국인 환

방문하는 연평균 외국인 환자 수는 959, 137, 135, 129, 126명

자 개별 실 환자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입원 실 환자수나 연 환

이 감소하였으며 그 비율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감염내과의 진료

자 수 등으로 환산하여 비교할 수 없다.

는 120명이 늘었고, 비율도 0.6%에서 6.0%로 5.4% 증가하였다.

IV. 고

V. 결

찰

론

외국인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의 언어권별 현황에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외국인 환자 수

맞추어 적절한 의료 통역 전문가의 확보가 중요한 부분 중 하나

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과 여행의 비용 감소, 그

다. 또한, 외국인 환자가 주로 방문하는 전문과와 분야에 대해서

리고 선진 의료기술의 기술 격차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코

는 추가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근거 자료 확보와

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 외국인 환자가 줄어든 것은, 감염의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전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위험뿐만 아니라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외국인 환자의 안전과 만족도 요인 분석, 외국인 진료에 참여하는

즉, 의료 기술 격차에 따른 이동 동인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3].

의료진의 역량과 피드백, 외국인 환자 수 대비 의료진이나 통역전

Table 4. Comparison of visits to specialists before and after COVID-19
Department

Pre-COVID19
(2016–2019)

Post-COVID19
(2020, 2021)

Defferenc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48 (0.9)

75 (3.0)

27 (2.1)

Division of Infectious Diseases

30 (0.6)

150 (6.0)

120 (5.4)

Division of Hemato-Oncology

66 (1.3)

32 (1.3)

–34 (0.0)

Division of Rheumatology

55 (1.1)

25 (1.0)

Division of Cardiology

125 (2.4)

58 (2.3)

–31 (–0.1)
–67 (–0.1)

Division of Nephrology

67 (1.3)

25 (1.0)

Division of Allergy

45 (0.9)

7 (0.3)

–42 (–0.3)
–38 (–0.6)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227 (4.4)

92 (3.7)

–135 (–0.7)

Division of Endocrinology

198 (3.9)

70 (2.8)

Division of Pulmonology

48 (0.9)

14 (0.6)

–129 (–1.1)
–34 (–0.4)

185 (3.6)

115 (4.6)

80 (1.6)

49 (1.9)

–70 (1.0)
–32 (0.4)

149 (2.9)

80 (3.2)

–69 (0.3)

12 (0.2)

9 (0.3)

–4 (0.1)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139 (2.7)

70 (2.8)

–69 (0.1)

Department of Neurology

144 (2.8)

70 (2.8)

–74 (0.0)

Department of Pediatrics

267 (5.2)

130 (5.2)

–137 (0.0)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43 (0.8)

21 (0.8)

–22 (0.0)

Department of Cardiovascular Surgery

34 (0.7)

16 (0.6)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82 (3.5)

84 (3.4)

–19 (0.0)
–98 (–0.2)

Department of Ophthalmology

137 (2.7)

56 (2.2)

–81 (–0.4)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84 (1.6)

29 (1.2)

Department of Neurosurgery

114 (2.2)

44 (1.7)

–55 (–0.5)
–70 (–0.5)

Department of Urology

122 (2.4)

45 (1.8)

–78 (–0.6)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206 (4.0)

80 (3.2)

Department of Dentistry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Department of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175 (3.4)

55 (2.2)

–126 (–0.8)
–120 (–1.2)

1,439 (28.0)

480 (19.2)

–959 (–8.7)

Values are presented as the number of annual patient (%).
SNUH: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ww.kjasem.org

25

Korean J Aerosp Environ Med Vol. 32, No. 1, April 2022
문가의 비율 등 지속적인 분석과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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