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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세계적인 의료 관광 추세

1. 2012년 의료 관광 시장 규모: 1000억 달러
(추정치) 2004년 대비 2012년 약 2.5배 증가
2. 의료 관광은 의료 서비스와 관광 상품 연계된
컨텐츠. 체류 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아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

헝가리 의료 관광
1. 유럽 내의 치과 관광 시장의 42%/ 점유율 1위
2. 강점: 저렴한 비용, 높은 의료 기술, 관광 자원과 융합 컨텐츠

헝가리 치과 정보 Source
1. 의료 관광 서비스 업체: 10.2%
2. 인터넷: 29,3%
3. 친구들의 권유 (입에서 입으로): 49,5%

치과 대학 입학생수 (2014년)
SE 103 명 (부다페스트) SZTE 50명 (세게드),
DE 59명 (데브레첸) PTE 43명 (피치)
(4개 도시 총 255명)

헝가리 의료 관광, 진료 과목

1. 예방 치의학: 스케일링, 치아 표면 Polishing,
실런트
2. 충치 및 신경 치료
3. 보철학: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틀니
4. 교정학: 교정 치료
5. 심미 치료: Luminated veneer (Lumineer)
6. 구강외과
외국인 치대 유학생 비율 (부다페스트 SE 대학)
2000 – 2009년: 18%, 2010년 40% (증가 추세)

헝가리 의료 관광 규모
1. 유럽 내 치과 관광 시장에서 (2014년), 헝가리 시장 점유율 42%
(2위: 폴란드 33%, 터어키 6%, 스페인 3%, 불가리아 3% 등.)
2. 2014년 주된 의료 관광객: 영국 30%, 아일랜드 20%, 프랑스 15%,
오스트리아 15%, 스칸드니비아 10%, 이탈리아 5%, 등
3. 의료 관광 중 치과 의료 관광이 대세:
1인당 1일 평균 지출 850 달라. 관광객 소비 지출 중 의료 관광
비중 12%, 의료 관광 지출 중 치과 의료 90%
4. 2014년 치과 의료 관광객 수 6-7만명 수준: 매출 750억 Ft (3000억
원) 평균 숙박일 수 5-8일/ 1주일에 약 6750 달러 소비
5. 2008년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국경 도시: Sopron, Győr,
Mosonmagyaróvár 의료관광 활성화된 도시. (오스트리아, 독일
환자들 방문)/ 저가 항공으로 부다페스트도 증가 추세.

헝가리 의료 관광 성공 요인

1. 서유럽,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헝가리 치료 비용 40% 내외
2. 고객들을 위한 의료 관광 페키지 제공:
- 의료서비스 이외에 공항 픽업, 호텔비.
꿈만 같은 유럽 여행과 저렴한 치과 진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매력. 프랑스, 독일 임플란트 관광 아이템 (퓨전 상품)

--

3. 2013년 임플란트 시술 비용 (파운드) 평균 미국 3119, 영국 1000 ,
헝가리 618 , 맥시코 618, 폴란드 561, 체코 700, 인도 374. 기타
크라운, 근관 치료의 경우 서유럽 대비 50% 비용 절감 효과
4. 세계적으로 치과 의료 방문 대상 나라들 중 멕시코 25%, 헝가리
16%, 인도 16%, 태국 14%, 폴란드 13% 등. 오스트리아인 3명 중
1명 헝가리에서 치과 치료. 오스트리아 보험도 적용됨.
5. 외국인들 치과 의료 관광 중, 숙박 평균 일수: 1-3일 30%, 4-5일
21%, 6-7일 25%, 8-10일 19%, 10일 이상 5%

헝가리 의료 관광 (인프라 관점)
1. 의료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숙소 시설 확보된
진료소 : 103 개 (호텔 68, 아파트 28, 펜션 41, 방
2 등등 인프라 구축)
2. 공항 픽업 시스템 구축된 진료소: 29 개
3. 국제 보험 처리 가능 진료소: 5개

4. 비용 카드 지불 가능 진료소: 29 %
5. 외환으로 지불 가능 진료소: 41%

쇼프론 시의 의료 관광 성공 요인
1. 쇼프론 시 원래 고성의 도시로 알려짐.
임플란트 도시로 탈바꿈. 도시 경쟁력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
2.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의료 관광 패키지.
Sopron (쇼프론)시 --- 인구 55,000명 규모. 치과수 200개 이상,
의사 400명 이상. 헝가리 전체 의료 소득의 10%.
3. 쇼프론 시의 경우 성공 요인: 인터넷 정보 통신망 발달, 헝가리
정부의 치과 집중 투자,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
4. 치과 치료를 위한 매년 방문 환자수 수십만 명, 그 중 2/3 외국인.
주요 고객: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비엔나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
5. (치과 의사, 치과 기공사, 치과 간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