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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ich factors are necessary that Korean medical 
institutions find a larger market abroad.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conducted a Delphi survey with 15 experts including 11 
hospital directors and related institution experts, who promoted overseas advancement of medical 
institutions. Also, this research confirmed the content validity ratio (CVR), convergence, and stability 
of variables, which were selected through previous related studies. Then, Delphi investigation was 
conducted.
Findings Excluding 4 of the 29 variables selected through previous studies, the panel of experts 
agreed on 25 variables as a factor, which is necessary that Korean medical institutions find a larger 
market abroad.
Research Implications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Korea’s medical institution overseas 
expansion. With regarding the situation, this study presented current status data related to overseas 
entry into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nd conducted research using Delphi method for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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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COVID-19)에 해 바이러스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뜻하는 펜데믹을 선언하였다. 2020년 5월 30일 09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확진자는 5,850,390명이고 사망자는 363,539명으로 확인되었다(보건복지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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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속에서도 한민국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동기간 기준 확진자 11,411명, 사망자 26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료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확진자 1,745,606명, 사망자 102,798명), 독일(확진자 182,922명, 사망자 8,504명), 영국(확진자 

271,222명, 사망자 38,161명)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추이에 해 선제적 처 및 방역의 성공이라 표현하면서, 한국 의료시스템에 한 놀라운 

관심 보였다.

세계 각국은 국가 주요 산업으로 의료산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전단기관 설립과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일본의 경

우 MEJ (Medical Excellence Japan)를 중심으로 의료시스템 수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범정부 

협력기관인 Healthcare UK (공기업)를 설립하여 자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해외 의료기관과의 네트

워크 지원 및 중계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민관합작회사인 Inter-health Canada를 1994년 설

립하여 중동 및 신흥국을 상으로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의료 계획, 병원 운영관리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약한 동남아시아 국가 및 신흥국의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Lee Chang-Won and Kim Dae-Geun, 2018). 실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8년도에 발표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국가별 분류에서 베트

남, 인도네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의 외국인 환자는 전년 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의료 인프라가 약한 국가에서는 자국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타국으로 떠나는 자국민에 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된 정책의 내용은 해외 의료자본(시스템)과 

인력을 유치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2013년 ~ 2020년까지 헬스 케어 마스터플랜(Government 

Decision)을 시행하여, 2021년까지 베트남 전역에 6만 병상을 신규로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

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국 보건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우

수한 외국계 의료기관의 진출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카타르 등의 

중동국가들은 의료기관 설립에 있어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병원 설립에 있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체계 보호를 위해 외국계 의료기관의 국내 진출에는 많은 제약 사항이 있으나, 국

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에 있어「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

건복지부가 의료 해외진출 종합계획(5년 단위) 및 시행계획을 수립,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 기

관에 해 시장조사, 컨설팅, 타당성 검토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2000년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2011년 12개국 79개, 2016년 21개국 155건의 진출 사례가 발생하

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는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의료기관이 진출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델로 새로운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적 측면의 접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라 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시기가 일반 기업에 비해 늦게 이루어진 시기적 문제도 있지만, 

최근에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한 지원 정책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간 연구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한 심층적 접근을 시도해보았다. 이를 위

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결과물로 제시된 성공과 실패요인

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진출에 있어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된 전문가를 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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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개념적 정의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크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양분할 수 있다. 먼저, 협의의 

개념은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광의의 개념은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제약, 의료 IT, 건설, 금융 등 연관 산업이 동반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Min-Sook, 2018).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개념

적 정의를 할 수 있다. 상기 법률에서는 의료 해외 진출을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는 총 6가지로 분류된다. 이는 첫째, 의료기관이 국외에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

하는 형태의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둘째, 국내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병원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국

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및 컨설팅, 셋째, 한국 의료기관이 국외 의료기관에 의료인을 파견하는 형태, 넷째, 

직접 투자 등의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외국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을 이전

하는 형태, 다섯째, 국외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제공하는 형태, 여섯째,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한 

Table 1. Status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Entering Overseas by Country and Year
(Unit: Number, %)

Category 2012
2013 2014 2015 2016

SumCumulative Increasing
rate Cumulative Increasing

rate Cumulative Increasing
rate Cumulative Increasing 

rate
China 31 38 2 50 32 53 6 59 11 231
USA 23 36 57 34 △6 36 6 40 11 169

Mongolia 7 8 14 11 38 7 △36 6 △14 43
Vietnam 9 8 △11 9 13 8 △11 9 13 39
Kazakhstan 4 5 25 6 20 7 17 7 0 29

UAE 3 2 △33 5 150 7 40 7 0 24
Indonesia 1 1 0 6 500 6 0 6 0 20
Taiwan 4 1 △75 3 200 2 △33 2 0 12
Malaysia 0 1 - 2 100 3 50 3 0 9

Japan 1 1 0 2 100 2 0 3 50 9
Thai 1 1 0 2 100 2 0 2 0 8

Philippines 0 1 - 1 0 2 100 2 0 6
Singapore 0 0 - 2 - 2 0 2 0 6

India 1 1 0 1 0 1 0 1 0 5
Canada 0 1 - 1 0 1 0 1 0 4
Russia 2 2 0 0 △100 0 - 0 - 4

Bangladesh 1 1 0 0 △100 0 - 1 - 3
Cambodia 1 1 0 1 0 0 △100 0 - 3
Saudi Arabia 0 0 - 1 - 1 0 1 0 3

Nepal 1 1 0 0 △100 0 - 0 - 2
Belarus 0 0 - 0 - 1 - 1 0 2
Hong Kong 0 1 - 0 △100 0 - 0 - 1
Turkey 1 0 - 0 - 0 - 0 - 1
Qatar 0 0 - 0 - 0 - 1 - 1
Peru 0 0 - 0 - 0 - 1 - 1
SUM 91 111 22 137 23 141 3 11 10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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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식과 기술을 지원, 교육하는 것 등 이다.

2.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한국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 해외 진출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국 의료 해외진출 

현황분석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2년~2016년 한국 의료해외진출 현황을 분석 및 재정리하였다. 그 결

과, 연도별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2012년 91건, 2013년 111건, 2014년 137건, 2015년 141건,  2016

년 155건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기관이 진출한 국가는 2016년 기준 미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20개국으로 

확인되었으며, 2012년에서 2016년 간 한국 의료기관이 진출한 상위 5개국은 중국 231건, 미국 169건, 몽골 

43건, 베트남 39건, 카자흐스탄 29건으로 파악되었다. 

Table 1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자료를 연도별로 취합하여 정리

한 표이다.

2012년에서 2016년까지 한국 의료기관이 중국과 카자흐스탄으로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경우 한류의 영향으로 성형·피부 진료과목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울 지역의 성

형·피부 의료기관이 중국 일선 도시(베이징, 상하이 등)에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직접 진출 및 중국 성형·

피부과에 의료진 파견 등의 진출이 다수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의 의료특구 조성 및 해외 투자 장려정책 등 

중앙정부의 개방정책의 확 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카자흐스탄의 경우 카자흐스탄 제 1도시인 알마티를 중심으로 진출 건수가 늘어났는데 열약한 자국 

의료기관 및 중증질환자의 급증으로 인한 정부의 정책적 요구에 의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실제 이 기간 

중 한국의 많은 의료기관이 카자흐스탄 정부(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진 파견 및 운영 컨설

팅 등의 진출이 많이 이루어졌다. 

2012년에서 2016년 간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진료과목별 현황은 성형·피부가 227건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하였으며, 치과 88건 14.1%, 한방 86건 13.1%로 확인되었다. 진출 국가 현황은 성형·피부

의 경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진출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의료

면허 인정(신고)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치과의 경우, 한국 치과 기술에 한 전문성 및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진출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한방(한의학) 진료과목의 경우 미국에 집중

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한의사가 미국에서 한의학 면허 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KHID Institute (2015/2016)에 의하면, 2015년과 2016년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형태별 현황은 의료

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이 150건으로 전체의 50.7%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이 31.4%, 연

락사무소가 7.1%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6년에 이루어진 의료기관 개설·

Table 2. Types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Entering Overseas
(Unit: Number, %)

Category
Opening and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Consignment 
Operation

Operation 
Consulting

Medical 
Technology and 

Information 
System Transfer

Medical 
Personnel 

dispatch·Educatio
n

Sum

2015 44 7 7 72 11 141
2016 49 8 10 78 10 155
Sum 93 15 17 150 21 296
Ratio 31.4 5.1 5.7 50.7 7.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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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은 중국, 동남아 등을 포함한 직접투자를 통한 진출 사례이며, 진료과별 진출은 피부·성형 및 치과가 가

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다년간 아시아 지역 간접 진출 경험을 축적하고, 직접투자를 통해 운영 및 

수익에 한 통제가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운영 진출로 선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탁운영과 운영 

컨설팅 진출은 표적으로 중국, 벨라루스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국내 의료기관과의 효율적인 병원경영 

노하우를 활용한 수탁운영과 운영컨설팅 방식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면서 사례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과 관련된 진출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서 의료기술 이전 프로젝트가 

증가했으며, 직접투자를 통한 본격적 직영점 개원(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앞서 현지 시장상황 분석을 위해 

실패위험이 적은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필요요인 탐색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의 보유 자원, 역량, 경쟁우위에 따라 좌우되며, 경영자원론, 독점적 우위이론, 절

충이론을 통해 글로벌 경영성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Kwon Yung-Chul, 2012). 경영자원론적 관점에

서 보면 VIRO(Value, Rarity, Immobility, Organization) 모델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가

치, 희소성, 모방가능성에 따른 경쟁우위와 환경변화에 맞게 내부자원을 활용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경영성과

가 향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있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전략 

및 성공사례, 공공기관 분석 보고서 및 현황 자료 등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의료기관 컨설팅 전문 업체

인 주식회사 휴케어 (2014)는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영진의 해외진출 의지를 포함

한 기업가정신, 자원기반관점에 초점을 둔 자금동원 역량, 마케팅, 의료 해외진출 전담 인력 및 부서, 교육 

등의 조직 역량, 의료 장비 및 의료시스템 수준, R&D 등 및 선진 의료기관과의 학술교류를 통한 기술확보, 

파트너의 존재와 같은 네트워크 역량 등 6가지를 제시하였다. Kim Min-Hoo, Lee Ju-Hee and Suh 

Chang-Jin (2016)은 한국 의료기관이 중국 진출에 성공하기 위한 요인으로 첫째, 자원동원 역량(인적, 시설

장비 조달, 재무자원 동원), 둘째, 전략수행 역량(사업 다각화 역량, 전·후방 수직통합 역량, M&A 역량, 전

략적 제휴), 셋째, 경영지원 역량(마케팅, 경영지원), 넷째, 차별화 우위(브랜드, 의료기술 전문성, 서비스, 

의료품질 등), 마지막으로 가격우위를 주장하였다. 

Choi Chang-Ik (2018)은 허무자병원의 해외진출 사례를 분석하면서, 성공 요인으로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한 단일 진료과목을 선택한 핵심역량, 브랜드 가치,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한 타겟층의 명확화 및 잠재

적 의료수요, 고객층 확보 이후에 지역, 의료범위, 파트너 확장을 통해 실패 확률을 최소화한 것으로 규명하

였다. 또한,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실패 사례 분석에서는 현지 파트너의 부정적인 역량 및 파트너와의 

부정확한 역할 관계 정립, 인력 관리문제 등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현지 인력 활용의 문제점 등 인적

자원관리 측면이 의료기관의 진출과 정착에 상 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

에서 Lee Mi-Hae (2014)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영 마인드를 보유한 전문 

인력 확보와 우수한 현지 인력 채용과 활용이 한국 의료기관이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Choi Ki-Hyung (2010)은 외국계 의료기관 해외 진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연구하

였는데, 의료기술, 고도화된 의료장비와 서비스, 다양한 홍보채널, 진출한 지역사회에 한 의료기관의 공헌 

및 인지도,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타깃 상의 불명확성과 투자력, 환자수

요 예측의 실패, 높은 임 료 등을 실패요인으로 규명하였다. 

Yun Sang-Chul (2013)은 차병원의 미국 진출 사례를 분석하면서, 진출을 위해 건립이 아닌 현지 병원을 

인수 방식을 택한 것을 성공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인수를 통해 기존 병원에 한 환자의 신뢰를 쉽게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의료 수준과 위상, 문화적 특성, 각종 규제정책 등에 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도 현지 최적화된 마케팅을 실시하고, 철저한 예산관리 및 현지 인력에 한 고용을 확 하여 경쟁우위 창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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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성공요인은 Table 3과 같다. 각 요인별로 적합한 영역

을 자원보유 역량, 조직 역량, 예산 계획, 경영진 리더십, 네트워크 역량, 현지 인지도 제고, 시장 환경, 시장

진입 장벽, 정부지원으로 구분하였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방법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필요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정된 변수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검증을 

위해 총 2차례에 걸쳐 델파이조사를 진행하였다. 델파이조사에서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필요

Table 3. Success Factors for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Medical Institutions Extracted 
through Previous Studies

Domain Success Factors

Resource Holding 
Capacity

Concentration of education to improve medical technology and services
· Academic exchange with advanced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 The newest medical device purchase degree

· Degree of R&D investment cost

Organizational 
Competency

· Whether to have a department dedicated to medical overseas 
expansion

· Percentage of personnel in charge of overseas expansion
· Whether to take training to improve professionalism

· Medical institution promotion and marketing competency

Budget Planning · Whether to plan a budget for overseas expansion
· External financing plan

Executive Leadership
· Willingness to enter overseas

· Ability to cope with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 Organization management capacity

Network Competency
· Holds a network for medical overseas expansion

· Reliability of local partners and competency of partners in the country 
of entry

Raising Local 
Recognition

· Degree of recognition in the entry area
· Community Contribution Activities

· Whether to educating of medical technology for local medical personnel
· Whether to educating of medical service for local medical personnel

Market Environment

· Potential medical needs
· Ease of using local company

· Ease of securing local experts
· Reliability of locals to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 Upgrading local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 Degree of entry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s(competitive institutions)

Market Entry Barrier ·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environment in local country
· Regulations such as laws, systems, and permits of local country

Government Support · Importance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 Degree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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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변수의 타당성 검증 및 패널 의견이 수렴 가능한 수정 델파이 기법으로 진행하였다. 델파이조사는 

2020년 3월 9일부터 20일까지 개별 전화를 통해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에 한 참가 동의를 한 의료기

관 해외진출을 경험했던 의료기관의 기관장 11명과, 의료 해외진출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연구원 4명으로 

구성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가 3월 22일 이루어졌고, 3월 23일 1차 델파이조사 분석을 실시한 뒤, 내용타당

도가 떨어진 문항을 삭제하고 다시 전문가 패널을 상으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응답률은 100%이다.

도출한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필요요인 변수에 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변수의 타당도, 신뢰도, 

그리고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의 타당도와 중요도는 Likert 7점 척도(1점: 매우 부적절, 7점: 매

우 적정)로 평가하였다. 또한, 2차 델파이조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패널들이 변수에 해 재평가할 때 참조

할 수 있도록 1차 델파이조사 결과인 중앙값, 사분위 값을 함께 제공해주었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출된 변수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내용타당도 비율

(CVR; Content Validity Ratio)을 산출하였다. Lawshe (1975)의 연구에 따르면,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패

널 수에 따라 내용타당도 비율 CVR 최소값이 결정된다. 유의도 .05 수준에서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 이상

의 CVR 값을 가진 항목들만이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Jang Chul-Yeong, 2015).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성과요인 도출을 위해 델파이조사에 참여한 패널 수가 15명이므로 CVR 최소값이 .49이

상으로 측정되어야 내용타당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내용타당도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N은 응답사례 수, 는 ‘적절하다’고 응답한 패널의 빈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는 5점, 6점, 7점에 

응답한 패널의 빈도수로 산출하였다.

 





  



두 번째로, 델파이 기법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패널의 수렴도와 안정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렴도는 제3

사분위수와 1사분위수의 차의 1/2값으로 산출하며, 의견이 한 점에서 모두 수렴하였을 때는 0의 값을 가지

며, 의견의 편차가 클 경우 그 값이 커지게 된다(Jang Cheol-Yeung, 2014). 수렴도는 0에 가까울수록 변수

가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렴도 값이 0-0.5의 값을 나타내는 경우 패널 의견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Kang Yong-Jo, 2008). 안정도는 반복되는 설문을 통해 패널들의 설문 응답의 차이가 적고 

일치성이 높을 때 안정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표준편차를 산출평균으로 나눈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로 측정한다. 변이계수가 0.5 이하인 경우 추가 설문조사가 필요 없고, 0.5-0.8인 경우 비교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0.8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설문을 실시해야 한다(No Seung-Yong, 

2013). 델파이조사의 결과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0.0을 사용하였다.

Table 4. Minimum Value of Content Validity Ratio According to the Number of Delphi Panels

Number of panels 
(persons)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25 30 35 40

CVR minimum .99 .99 .99 .78 .75 .62 .59 .56 .54 .51 .49 .42 .37 .33 .3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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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Panel Analysis for Success Factors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Domain Success Factors Appropriate
ness

Inappropriate
ness

Resource 
Holding 
Capacity

Concentration of education to improve medical technology 
and services 15 0

Academic exchange with advanced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12 3

The newest medical device purchase degree 6 9
Degree of R&D investment cost 12 3

Organizational 
Competency

Whether to have a department dedicated to medical 
overseas expansion 14 1

Percentage of personnel in charge of overseas expansion 12 3
Whether to take training to improve professionalism 7 8

Medical institution promotion and marketing competency 15 0
Budget 

Planning
Whether to plan a budget for overseas expansion 15 0

External financing plan 15 0

Executive 
Leadership

Willingness to enter overseas 14 1
Ability to cope with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15 0

Organization management capacity 14 1

Network 
Competency

Holds a network for medical overseas expansion 13 2
Reliability of local partners and competency of partners in 

the country of entry 12 3

Raising Local 
Recognition

Degree of recognition in the entry area 13 2
Community Contribution Activities 11 4

Whether to educating of medical technology for local 
medical personnel 11 4

Whether to educating of medical service for local medical 
personnel 11 4

Market 
Environment

Potential medical needs 14 1
Ease of using local company 6 9

Ease of securing local experts 13 2
Reliability of locals to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13 2

Upgrading local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12 3
Degree of entry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competitive 

institutions) 15 0

Market Entry 
Barrier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environment in local 
country 13 2

Regulations such as laws, systems, and permits of local 
country 15 0

Government 
Support

Importance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11 4
Degree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exploration 12 3

Measurement Indicator Presented by Exper Panels
Remote medical information system for information sharing

Ease of obtaining medical license
Appropriateness of local medical cost

12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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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및 전문가 패널 조사를 통한 해외진출 필요요인 도출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즉, 의료기관의 지원과 역량은 의료기술 및 서비스로 표되며,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 조달 

역량, 해외진출을 전담하며 보건의료 수요 발굴과 의료기관을 홍보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 등에 따라 해외진

출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내부 환경을 둘러싼 성과요인으로 자원보유 역량, 조

직 역량, 예산 계획(자금조달) 역량, 경영진 리더십, 네트워크 역량, 현지 인지도를 의료기관의 내부 환경에 

한 필요요인 변수로 선정하였다.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둘러싼 외부환경은 시장 환경, 시장 진입장벽, 정

부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우선, 시장 환경은 진출지역 내에서의 국내 의료에 한 잠재적 의료 수요 여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시 현지 업체 활용의 용이성, 현지 전문 인력 확보의 용이성, 현지인의 외국계 의

료기관에 한 신뢰성, 현지 민영 의료기관의 고급화가 국내 기관에 미치는 영향, 진출지역 내에 경쟁 외국

계 의료기관의 진출여부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시장진입 장벽은 진출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

경, 현지 법·제도·인허가 등의 규제로 인한 진출의 어려움 정도를 필요요인 변수로 도출하였다. 정부지원

은 의료 해외진출에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료기관 차원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정책

Table 6. Deduction of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Entering a Korean Medical 
Institution Overseas

Domain Factors

Resource 
Holding 
Capacity

A-1 Concentration of education to improve medical technology and services
A-2 Academic exchange with advanced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3 The newest medical device purchase degree

A-4 Degree of R&D investment cost

Organizational 
Competency

B-1 Whether to have a department dedicated to medical overseas expansion
B-2 Percentage of personnel in charge of overseas expansion
B-3 Medical institution promotion and marketing competency

Budget 
Planning

C-1 Whether to plan a budget for overseas expansion
C-2 External financing plan

Executive 
Leadership

D-1 Willingness to enter overseas
D-2 Ability to cope with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D-3 Organization management capacity
Network 

Competency
E-1 Holds a network for medical overseas expansion

E-2 Reliability of local partners and competency of partners in the country of entry

Raising Local 
Recognition

F-1 Degree of recognition in the entry area
F-2 Community Contribution Activities

F-3 Whether to educating of medical technology for local medical personnel
F-4 Whether to educating of medical service for local medical personnel

Market 
Environment

G-1 Potential medical needs
G-2 Ease of securing local experts

G-3 Reliability of locals to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G-4 Upgrading local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G-5 Degree of entry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competitive institutions)
G-6 Ease of obtaining medical license

G-7 Appropriateness of local medical cost
Market Entry 

Barrier
H-1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environment in local country

H-2 Regulations such as laws, systems, and permits of local country
Government 

Support
I-1 Importance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I-2 Degree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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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고 활용하는지의 여부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Table 3에서 제시된 필요요인 변수가 지표로 적절한지에 해 연구에 동참한 15인의 패널에게 질

문하였고, 제시된 변수 이외에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자

원보유 역량 영역에서 최신의료기기 구입 정도, 조직 역량 영역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수강 여부, 시

장 환경 영역에서 현지 업체 이용의 용이성은 적절하지 않다는 패널의 수가 많았다. 또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원격의료정보 시스템(12명), 현지 의료면허 획득의 용이성(13명), 현지 의료 수가의 적정성(12명)이 거

론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패널들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패널 조사를 통해 적절하지 않은 필요요인 변

수를 제거하고, 패널이 제시한 추가 변수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필요요인 측정지표는 Table 6과 같다.

Ⅳ. 분석 결과

1. 1차 델파이조사 결과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필요요인으로 도출된 변수가 타당한지에 해 7점 척도로 조사한 1차 델파이조

사 결과는 아래 Table 7과 같다. 평균(Mean)과 중앙값(Mdn) 모두 5.0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사분범

위(-)는 모든 변수가 1의 평균차이를 보였다. 내용타당도 값인 CVR은 조사에 참여한 패널 수가 15명

이므로 .49 이상이 되어야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기준으로 하였고, 1차 델파이조사에서 제시된 변수 중 

A-3(R&D 투자비용 정도), F-3(현지 의료 인력 상 의료기술 교육 여부), G-3(현지인의 외국계 의료기관에 

한 신뢰성), G-4(현지 민영의료기관 고급화) 변수는 기준 값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델파이조사 영역별 신뢰도 분석결과는 모두 Cronbach’s α값이 .660 이상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편

이였으며, 특히 조직역량, 예산계획, 네트워크 역량, 현지 인지도 제고, 정부지원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패널들의 주관적 의견에 있어 내용타당도 비율(CVR) 값이 낮아 삭

제된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자원보유 역량 A-3(R&D 투자비용 정도) 변수는 최초에는 패널들이 적

합한 지표로 선정하였으나,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상관성이 없다고 재판단하였고, 현지 인지도 제고 

영역의 F-3(현지 의료 인력 상 의료기술 교육 여부) 변수는 내용타당도 비율값이 낮아 이 지표가 다소 모

호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시장 환경 영역의 변수인 G-3(현지인의 외국계 의료기관

에 한 신뢰성), G-4(현지 민영의료기관 고급화) 변수는 성과요인으로 일정부분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

다. 따라서 전문가 패널들은 CVR 값이 낮은 측정지표를 수정하여 구체화시킬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평가기준

으로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 델파이조사에서 CVR 값이 낮아 삭제된 4개 문항을 

완전히 제거하고 나머지 25개 지표를 상으로 다시 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7. Results of the 1st Delphi Survey Analysis

Domain Measurement 
indicator Mean S.D. Mdn - CVR

Resource 
Holding 
Capacity

A-1 5.33 .488 5.00 6-5 0.73 
A-2 4.40 .632 4.00 5-4 0.60 
A-3 4.40 .507 4.00 5-4 0.47 
A-4 5.73 .458 6.00 6-5 0.73 

Organizational 
Competency

B-1 5.73 .458 6.00 6-5 0.73 
B-2 5.27 .458 5.00 6-5 0.60 
B-3 6.13 .352 6.00 6-6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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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델파이조사 결과

1차 델파이조사에서 삭제된 측정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에 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2차 델파이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9과 같다.

2차 델파이조사 결과 측정지표별 중요도 값은 평균(M) 5.00 이상, 중앙값(Mdn)은 5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분범위(-)도 모두 1 이하로 좁은 분포를 나타내어 1차 델파이조사 

때와 같이 응답내용의 변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용타당도 값도 모두 .49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Table 8. Measurement Indicators’ Reliability Analysis Result of 1st Delphi Survey

Domain Cronbach’s α
Resource Holding Capacity .757
Organizational Competency .813
Budget Planning .865
Executive Leadership .799
Network Competency .827
Raising Local Recognition .865
Market Environment .798
Market Entry Barrier .758
Government Support .849

Budget 
Planning

C-1 5.80 .414 6.00 6-6 0.60 
C-2 5.33 .488 5.00 6-5 0.60 
D-1 5.80 .414 6.00 6-6 0.73 

Executive 
Leadership D-2 5.53 .516 6.00 6-5 0.73 

D-3 5.20 .414 5.00 5-5 0.73 
Network 

Competency
E-1 6.40 .507 6.00 7-6 0.73 
E-2 6.53 .516 7.00 7-6 0.87 

Raising Local 
Recognition

F-1 5.00 .655 5.00 5-5 0.87 
F-2 5.13 .743 5.00 6-5 0.73 
F-3 4.07 .458 4.00 4-4 0.47 
F-4 4.20 .414 4.00 4-4 0.60 

Market 
Environment

G-1 6.07 .458 6.00 6-6 0.73 
G-2 5.47 .516 5.00 6-5 0.60 
G-3 5.33 .488 5.00 6-5 0.47 
G-4 3.47 .516 3.00 4-3 0.33 
G-5 6.67 .488 7.00 7-6 0.87 
G-6 6.47 .516 6.00 7-6 0.73 
G-7 6.33 .488 6.00 7-6 0.87 

Market Entry 
Barrier

H-1 5.47 .516 5.00 6-5 0.73 
H-2 6.13 .352 6.00 6-6 0.73 

Government 
Support

I-1 5.13 .915 5.00 6-5 0.73 
I-2 4.67 .724 5.00 5-4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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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델파이조사와 비교하여 부분의 CVR 값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여 측정지표 선정의 적절함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내용타당도 값을 보였던 성과요인은 A-4(정보 공유 등을 위한 원격의료정보시스템), C-1(해외

진출을 위한 예산계획 여부), C-2(외부 자금조달 계획), D-1(해외진출 의지), I-1(정부지원정책의 중요도)은 

높은 내용타당도 값을 보였다(CVR=1.00).  

2차 델파이조사 결과 측정지표의 신뢰도를 확인했을 때, Cronbach’s α값이 모두 .650 이상으로 나타나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3. 델파이조사 의견 수렴도 및 안정도

본 연구에서 진행한 1, 2차 델파이조사 기법의 타당도 확인을 위해 의견 수렴도 및 안정도 분석을 실시하

였다. 2차례에 걸친 델파이조사 결과 수렴도 값이 모두 0-0.5로 나타나 패널들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은 것

으로 판단되었다(Kang Yong-Joo, 2008). 

또한, 안정도 확인을 위한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값은 모두 0.5 미만으로 나타나 전반적으

로 안정도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차 델파이조사 전문가 수렴도 값이 

Table 9. Results of the 2nd Delphi Survey Analysis

Domain Measurement 
indicator Mean S.D. Mdn - CVR

Resource 
Holding 
Capacity

A-1 6.27 .458 6.00 7-6 0.87 
A-2 5.27 .594 5.00 6-5 0.73 
A-4 6.47 .516 6.00 7-6 1.00 

Organizational 
Competency

B-1 6.40 .507 6.00 7-6 0.87 
B-2 5.47 .516 5.00 6-5 0.87 
B-3 6.40 .507 6.00 7-6 0.73 

Budget 
Planning

C-1 5.90 .414 6.00 6-6 1.00 
C-2 5.33 .488 5.00 6-5 1.00 

Executive 
Leadership

D-1 6.33 .488 6.00 7-6 1.00 
D-2 5.53 .516 6.00 6-5 0.87 
D-3 5.20 .414 5.00 5-5 0.87 

Network 
Competency

E-1 6.53 .516 7.00 7-6 0.87 
E-2 6.60 .507 7.00 7-6 0.73 

Raising Local 
Recognition

F-1 5.00 .655 5.00 5-5 0.87 
F-2 5.13 .743 5.00 6-5 0.87 
F-4 5.33 .617 5.00 6-5 0.73 

Market 
Environment

G-1 6.27 .458 6.00 7-6 0.87 
G-2 5.73 .458 6.00 6-5 0.73 
G-5 6.73 .458 7.00 7-6 0.73 
G-6 6.53 .516 7.00 7-6 0.60 
G-7 6.40 .507 6.00 7-6 0.87 

Market Entry 
Barrier

H-1 5.47 .516 5.00 6-5 0.87 
H-2 6.27 .458 6.00 7-6 0.87 

Government 
Support

I-1 5.13 .915 5.00 6-5 1.00 
I-2 4.67 .724 6.00 5-5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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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인 변수는 B-3(의료기관 홍보 및 마케팅 역량), C-1(해외진출을 위한 예산계획 여부), D-2(경영환병 변화 

처 능력), D-3(조직관리 능력), F-1(진출지역에서의 인지도 정도), F-4(현지 의료 인력 상 서비스 교육 

여부), G-1(잠재적 의료 수요), H-2(현지 법·제도·인허가 등 규제), I-2(정부 지원정책 탐색 정도) 총 9개

로 전문가 패널 의견이 100%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있어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

하고 델파이 기법으로 진행하였다.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내·외부 

환경의 구분과 자원보유 역량, 조직 역량, 예산계획, 경영진 리더십, 네트워크 역량, 현지 인지도 제고, 시장 

Table 10. 1st and 2nd Delphi Survey Convergence and Stability

Domain Measurement 
indicator

Convergence Stability
1st 2nd 1st 2nd

Resource Holding 
Capacity

A-1 0.50 0.50 0.10 0.08
A-2 0.50 0.50 0.16 0.12
A-3 0.50 - 0.13 -
A-4 0.50 0.50 0.08 0.09

Organizational 
Competency

B-1 0.50 0.50 0.08 0.08
B-2 0.50 0.50 0.09 0.10
B-3 0.00 0.00 0.06 0.08

Budget Planning C-1 0.50 0.00 0.07 0.07
C-2 0.00 0.50 0.10 0.10

Executive 
Leadership

D-1 0.50 0.50 0.07 0.08
D-2 0.00 0.00 0.09 0.09
D-3 0.50 0.00 0.08 0.08

Network 
Competency

E-1 0.50 0.50 0.08 0.07
E-2 0.00 0.50 0.07 0.07

Raising Local 
Recognition

F-1 0.50 0.00 0.13 0.13
F-2 0.00 0.50 0.15 0.15
F-3 0.00 - 0.11 -
F-4 0.00 0.00 0.10 0.12

Market 
Environment

G-1 0.00 0.00 0.08 0.08
G-2 0.50 0.50 0.10 0.08
G-3 0.50 - 0.10 -
G-4 0.50 - 0.17 -
G-5 0.50 0.50 0.07 0.07
G-6 0.50 0.50 0.09 0.07
G-7 0.50 0.50 0.08 0.08

Market Entry 
Barrier

H-1 0.50 0.50 0.10 0.10
H-2 0.00 0.00 0.06 0.08

Government 
Support

I-1 0.50 0.50 0.18 0.18
I-2 0.50 0.00 0.14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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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장진입 장벽, 정부 지원 등 9개로 성공요인의 영역을 분류하였으며, 총 29개의 필요요인을 확인하였

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29개의 변수를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연구 진행에 따라, 최초 29개의 

성공요인을 상으로 15인의 전문가 패널에게 성과요인 측정지표로 적절한지 질의하였다. 그 결과 자원보유

역량의 “최신 의료기기 구입 정도”, 조직역량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수강 여부”, 시장환경 영

역의 “현지 업체 이용의 용이성”은 측정지표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지표 외에 

신규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원격의료정보시스템(12명)”, “의료면허 획득 용이성(13명)”, “현지 의료

수가의 적정성(12명)” 등이 거론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패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 29개의 한국 의료기

관 해외진출 필요요인 측정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측정지표는 영역별로 자원보유 역량(4개), 조직 역량

(3개), 예산계획(2개), 경영진 리더십(3개), 네트워크 역량(2개), 현지 인지도 제고(4개), 시장 환경(7개), 시

장진입 장벽(2개), 정부지원(2개)이다.

각 지표를 7점 척도로 1차 델파이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제시된 변수 중 4개 변수 A-3(R&D 투자비용 정

도), F-3(현지 의료 인력 상 의료기술 교육 여부), G-3(현지인의 외국계 의료기관에 한 신뢰성), G-4(현

지 민영의료기관 고급화)는 내용타당도 값인 CVR값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2차 델파이조

사에서는 제거하여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패널들은 최종적으로 1차 델파이조사에서 제거한 4개 지표를 제외

한 25개 지표는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필요요인으로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델파이조사 결과 전문가 패널들은 B-3(의료기관 홍보 및 마케팅 역량), C-1(해외진출을 위한 예산계

획 여부), D-2(경영환경 변화 처 능력), D-3(조직관리 능력), F-1(진출지역에서의 인지도 정도), F-4(현지 

의료 인력 상 서비스 교육 여부), G-1(잠재적 의료 수요), H-2(현지 법·제도·인허가 등 규제), I-2(정부 

지원정책 탐색 정도)등 총 9개 변수가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있어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된 변수의 의견수렴도 값(0)에 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1차 델파이조사를 위해 제시된 측정지표 중 A-3(R&D 투자비용 정도), F-3(현지 의료 인력 상 의

료기술 교육 여부), G-3(현지인의 외국계 의료기관에 한 신뢰성), G-4(현지 민영의료기관 고급화) 변수는 

CVR 기준 값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가한 패널들은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필요 

요인에 한 측정지표로 선정하는데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1차 델파이조사를 통해 

제거된 측정지표는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있어 필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1차 델파이조사에서 삭제된 측정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표에 해 2차 델파이조사를 한 결과 진

행하였으며, 내용타당도는 모두 기준 값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1차 조사와 비교하여 부분의 측정 지표의 

CVR 값이 높아 졌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A-4(정보 공유 등을 위한 원격의료정보시스템), C-1(해외진출을 

위한 예산계획 여부), C-2(외부 자금조달 계획), D-1(해외진출 의지), I-1(정부지원정책의 중요도)등의 변수

는 높은 내용타당도 값을 나타내어 전문가 패널들이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필요요인에 해 중요시 생각

하는 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CVR=1.00).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성과

요인의 측정지표는 1차 델파이조사 결과에서 삭제된 4개 변수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문가 패널들은 동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문적 측면에서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에 한 이

론적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현황 자료를 제시하였다. 둘째, 의료기관 해외진출 필요요인 도출을 위한 변수를 

의료기관의 내·외부 환경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관련

된 기존 연구 변수에 한 타당성을 본 연구를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 로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추진함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해외진출을 처음 진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본 연구 결과를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수

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델파이조사에 참가

한 전문가 패널은 실제로 해외진출을 경험한 의료기관장으로 최종적으로 함의를 이룬 변수를 이해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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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활용하는 정책적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제시된 29개 측정지표가 모든 한국 의료기관 해외진출 필요요인으로 적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진출에 한 배경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한

국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국가 간 원조지원사업인 ODA등의 비자발적 사업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진다. 둘째, 

의료기관의 특성에 따른 측정지표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형병원급과 의원급의 해외진출 필요요인

에 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셋째, 9개 영역, 29개 변수만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요인 도출이 이루어졌다

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9개 영역 외에 추가적인 변수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확실한 상황을 가정으로 하는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

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귀분석방법이나 변수의 가중치를 고려하는 AHP등의 

분석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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