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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관의 UAE진출방안
- 의료인 면허획득 가이드를 중심으로
황성은, 윤지영, 강주현(UAE지사)

• UAE는

의료수요가 지속적
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UAE정부는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과 외국 의료기관 유치에
적극적 임.
• 이미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내 병원 몇곳이
진출해 있으며, 비교적 좋은
정주여건과 규제완화 여건
으로 병원들의현지 진출에
대한 관심이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높아지는

수요에 비해 UAE는
현지합작 법인 설립 필요,
민영 의료보험시장의 복잡성과
더불어 의료기관 진출의
핵심문제인 현지 의료면허
획득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의료
기관의 진출시에는 현지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타당성
조사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야 할 것이며, 본 고에
서는 이를 위해 핵심적인
제도인 UAE 의료인 면허
요건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
라인을 소개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우리 의료인
면허의 등급 인정을 제고
시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사안별 의료면허 획득과정
에서도 UAE 당국과 협력
하고 있음.

Ⅰ

UAE 의료서비스 시장 개요

■ UAE 의료서비스 동향
	UAE는 의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서, 왕실의 지원 아래 공공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적극 진행하고 있음
	UAE 정부는 국가‘비전 2021’종합 계획의 한 목표로“세계 정상급 보건체계 구축(World-class
Healthcare)”을 위해 의료서비스 분야를 시장 중심으로 재편 중이며 각 토후국별１)로 관련된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
- (연방정부) 보건의료분야 핵심성과지표 발표 및 이를 지속 관리하는 조직 개설(2018) ２)
* 이와 관련 건설,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 100% 지분보유 등의
조치를 발표３) (18.5월 허용 발표, 19.7월 분야 확대 발표)

- (아부다비) ‘Abu Dhabi Healthcare Strategic Plan(2014)“을 통해 예방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등
6가지 전략분야를 설정하고 ’비전 2021‘과 연계하며 추진 ４)
* 아부다비병원관리청(SEHA)등을 통해 주요 계획들을 추진 중이며 병원관리청은 4가지 목표
영역(고품질 의료서비스, 병원재정 및 경영효율 개선, 최고수준의 의료진 유치, 의료인교육 강화)를
설정하고 17개 과제를 진행중５)
１)	UAE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움 알 쿠와인, 라스 알 카이마, 푸자이라 등 7개 토후국(에미레이트) 연방으로 구성된
국가임
２)	U AE정부는 보건의료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크게 예방에 중점을 둔 주요 성과지표 10개를 발표하였는데,
남성흡연율(15.6%), 1000명당 간호사수(5.79명), 1000명당 의사수(2.48), 소아비만율(13.4%), 당뇨유병률(11.8%),
암사망율(26.4명/10만명), 심혈관사망율(70.3명/10만명), 평균기대수명(66.7년) 등이며 2019년 보건의료분야는 전체예산의
7.3%에 해당하는 44억디르함(1.4조원)을 차지 www.government.ae
３)	현 재는 투자자유구역인 프리존(F re e z o n e)에서만 외국인 100% 지분소유가 가능, 그 외는 49:51 비율 내에서
UAE자국민(Emiratis)과 합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규제완화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Gulf News등
４) https://www.haad.ae/haad/tabid/58/ctl/Details/Mid/417/ItemID/463/Default.aspx
５)	아부다비 보건의료 증진 정책중 상당 부분이 아부다비병원관리청(Abu Dhabi health Service Company, 일명 ‘SEH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Abu Dhabi Health Service Company 내부자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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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 ’Dubai Healthcare Strategy‘를 발표하고(2016) 2021년까지 ”Transforming Dubai into a
leading healthcare destination“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15개 분야의 의료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중 ６)

	의료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공공기관 산하의 의료기관과 외국 의료기관 간의 파트너십 체결 및 민간
외국 헬스케어 그룹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표 1> 공공기관 산하 의료기관과 외국 의료기관 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위탁운영 사례
관할 공공기관

아부다비
병원관리청

무바달라
개발공사

현지 의료기관명

위탁운영 의료기관

지역

타왐 병원

존스홉킨스

알아인

셰이크 칼리파 메디컬 시티

클리브랜드 클리닉

아부다비

뉴잉글랜드 아동센터

뉴잉글랜드 아동센터

아부다비

자폐 관련 장애

클리브랜드 클리닉

클리브랜드 클리닉

아부다비

운영 전반/
안과, 신경, 소화기

헬스포인트 내
우리들척추센터

우리들병원

아부다비

척추

우리들척추센터

우리들병원

두바이

척추

임페리얼대학런던
당뇨센터

임페리얼대학

아부다비/
알아인

당뇨

텔레메디슨 센터

메드게이트

아부다비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대통령실 산하
의료부서

서울대병원

라스알카이마

셰이크 칼리파 메디컬 시티 스웨덴 GHP 스페셜티 케어
셰이크 칼리파 종합병원

NMC헬스케어

아즈만
움알퀘인

전문 분야
운영 전반/
종양, 비만대사
운영 전반/
심장, 소아, 재활

원격의료
운영 전반/
종양, 심장, 신경
운영 전반/
소화기, 정형, 모자
운영 전반

■ 의무 의료보험제도 시행
	자국민은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보험, 외국인은 의무의료보험 제도 시행(아부다비, 두바이)으로 전국민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 추진 중７)
- UAE 정부는 치과와 일부 약값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용을 자국민(Emiratis)에게 공공보험(티카, 에나야,
사다 등)으로 무상지원하고 있음
- UAE 인구 940만 명 중 약 90%가 외국인이며, 2006년에 아부다비와 2016년 두바이에서 외국인 거주자의 의무
의료보험이 시행됨으로서 민간보험이 활성화 되어 있음
- 의료보험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DRG)를 2012년 아부다비, 2018년 두바이에서 시범
실시하면서 의료보험 제도가 점진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체계화되고 있음

	공공보험인 티카(Thiqa)의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심장질환, 당뇨 등을 포함한 웨카야(Weqaya) 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비감염성 만성질환(Nonccommunicable Diseases, NCDs) 발병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검진을 장려, 지원하고 있음

６) https://www.dha.gov.ae/Documents/Dubai_Health_Strategy_2016-2021_En.pdf
７)	아부다비에 거주하는 UAE국민은 국영보험사 다만의 티카(Thiqa)보험에 의무로 가입되며 강화된 보험 상품 구매로 진료시 자기 부담률 및
의료기관 선택 확대가 가능함 티카보험은 C1, C2, C3, C4의 네 가지 상품 분류가 있으며, 상품 분류는 출신 에미리트 및 고용 여부 등에 따라 제공됨
가장 혜택이 낮은 C4(UAE 자국민의 외국인 가족) 보험 가입자는 아부다비 소재 공공병원만 이용할 수 있음 또한 두바이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두바이 거주 자국민에게 공무원 보험(Enaya)을 제공하며 민간 종사자의 경우 피고용인 보험 또는 공무원 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두바이
거주 UAE 자국민 중 피고용인 또는 공무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는 국영보험인 사다(Saada)보험의 혜택을 받음. 닥터파이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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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및 민영 의료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수의 보험사들과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외국
의료기관의 UAE진출에 있어 중요 요소가 되고 있음

■ UAE 의료시장 잠재력
	2017년 UAE 의료시장 규모는 약 18조원이며, 향후 2021년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년 평균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８)
- (고령화) 고령화가 진행되어 65세이상 인구가 2017년 1.1%에서 2030년 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 예상 ９)
- (만성질환 증가) 2015년 성인남성의 66%가 과체중이며 31.7%가 비만, 15세 이하 비만(17%) 및
과체중(33%)이 40%에 달하여 이와 관련된 당뇨, 심장질환, 암 등 비감염성 만성질환(NCD)을 치료할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１０)

	2016년 정유업 이외 분야에서 3.3%의 GDP 성장을 보였고, 2020년 두바이 엑스포를 앞두고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１１)
	(지리적 이점) UAE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하여,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의
의료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음
- 2015년 약 30만명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두바이를 찾았고, 2021년 62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두바이보건청)

	(유망 의료산업 분야) UAE의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IT, 의료교육 분야는 급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서비스 IT 분야는 매년 11%의 성장을 예상 함１２)
- 특히 IT가 접목된 디지털헬스케어, 모바일애플리케이션 등이 적극 적용되고 있어서, AI등 신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관 및 관련기업 진출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임 １３)

Ⅱ

UAE 의료 진출의 기회와 난점

■ UAE 의료수요 증가에 따른 외국 의료기관의 진출 기회 증가
	(의료인력 수요 급증) UAE 의료서비스는 외국 의료인력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의료인력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예상１４)

８)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US-UAE Business Council, UAE Healthcare Sector 2019에서 재인용
９) World Bank, databank.worldbank.org
１０) 아부다비보건청 발표, Gulf News에서 재인용
１１) World Bank Economic Outlook 2017
１２) Technavio, Healthcare IT Market in UAE, 2015
１３) 두바이보건청은 2015년 이미 진료예약‧취소와 보험갱신 등 93개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출시였고, UAE보건부는
의료서비스 관리 및 환자 의료정보 등의 통합 전산화 시스템 구축 진행 중
１４) UAE 간호사 중 3%만이 UAE 자국인임, 아부다비의학회 통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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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수요) 아부다비보건청 예측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의사는 1,789명, 간호사는 16,158명의 추가고용이
필요 함 １５) 외국 의료인력의 높은 해외 이직률로 인해, 의료서비스 공급 및 의료진 교육을 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의 수요 증가 １６)

	(유망 의료분야) 아부다비보건청에 따르면 정형외과, 재활치료, 종양과, 소아과, 신생아과, 정신과,
집중치료(ICU), 응급치료 등의 전문 분야에서 Center of Excellence(COE)１７) 개념의선진 의료기관 개설
수요 증가 예상１８)
* 아부다비 국영 투자회사 무바달라개발공사의 자회사인 무바달라헬스케어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을 사업자로
지정하여 심장질환, 신경질환, 집중치료, 소화기질환, 안과, 호흡기 질환을 다루는 Center of Excellence를 2015년부터
운영 중
** 한국의 우리들병원도 무바달라헬스케어와 위탁경영 및 디지털병원 시스템 수출계약을 통해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척추
센터를 운영 중임
*** 두바이 보건청은 2018년 기준 6개 전문센터(specialized center)를 보유 중이며, 추가로 5개 센터 개원 예정: 투석
센터(2), 장기 환자 치료 시설(1), 산부인과 센터(1), 대체의학 센터(1) １９)
<표 2> 해외 민간헬스케어 그룹의 UAE 진출 현황
그룹명

국적

의료기관

지역

참고

NMC 헬스케어

인도

135개 이상의 병원, 클리닉 등

UAE, 오만

UAE 최대 민간
헬스케어 그룹

메디클리닉

영국

75개 병원, 29개 클리닉
(UAE 내 6개 병원,
23개 클리닉)

UAE, global

Al Noor 병원 인수

VPS 헬스케어

인도

20개 병원, 125개 의원

중동, 유럽, 인도

Burjeel, Medeor 24X7,
LLH, Lifecare

UE 메디컬

영국/UAE

Danat Al Emarat
모자병원, Healthplus
Medical Services

아부다비

여성, 아동

아비보 그룹

UAE

47개 클리닉 등

아부다비,두바이,
샤르자 등

치과 및 종합

MEHC

사우디아라비아

Saudi German Hospital

두바이

Mayo 클리닉

미국

American Hospital

두바이

Thumbay 그룹

인도

아스터 DM

인도

아즈만, 두바이,
푸자이라, 샤르자
280여개 클리닉 등

걸프 메디컬 대학

중동 및 인도

１５) 아부다비보건청, Health Statistics, 2016
１６) 2015년

개원한 아부다비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2017년 간병인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고교 및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병원의 간호대학 및 대학원
진학 연계 등 학업 지원을 제공하였음
１７) Center

of Excellence(COE)는 특정 치료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해 2018년 아부다비 보건청이 발표한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것으로 다양한 분과의 전문의로 이루어진 통합의료팀으로 최상의 결과와 환자만족도를 달성하고자 하며, 또한 학제간 연구
등을 통해 전문분야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임, Abu Dhabi Department of Health, Healthcare Capacity Master Plan, 2018
１８) 아부다비보건청, Health Statistics, 2016
１９) 두바이

보건청 발표에 따르면 암센터(Oncology & Research Center) 및 심장전문병원(Cardiology Center of Excellence)를 2020년까지
설치키로 함. 최신기술의 치료와 연구를 담당하는 암전문센터/심장전문병원 운영을 통해 해외의료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려는 목적이며, 개설
첫 해에 암환자 700명(두바이 전체 암진단 환자의 35%)으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4000명의 암환자를 돌볼 계획. Kaleej Times,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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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의료시장 진출시 핵심요소 : 의료면허획득, 영리의료시장
	UAE의 투자 제도는 기본적으로 해외투자자의 100% 법인 지분소유를 금지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UAE
국적의 동업자(스폰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이윤 및 지분 분배 문제로 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발표된 외국 투자자에 기업지분 100% 보유 허용방안 ２０) 등 향후 해외투자유치가 확대, 자유화되는
방향으로 전개 예상

	공공병원 위탁운영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UAE 진출은 의료분야가 영리시장으로 정착
되었음을 인지하고 시장분석, 진료수요 및 수가(Tariff) 등 사업성 분석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함
- 민간보험 네트워크으로의 진입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초기에 낮은 수가가 책정되면 추후 수가 인상이
어려워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
* 초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현지 보험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시설이 좋은 종합병원내 원내원 진출로 경험을 쌓은 후
단독진출로 전환하는 사업모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한국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UAE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UAE 의료면허 취득임
- 의사 등급을 세가지로 나누고 있으며(전공의, 전문의, 컨설턴트) 각각 자격기준 및 지역별 규제관청이 다르며,
관청별 절차상 임의성이 존재하고, 언어 문제도 장애가 됨 ２１)

	UAE로의 의료기관 진출을 사업모델 측면에서 보면 의료기관 위탁경영, 컨설팅, 교육 관련 계약, 합작투자를
통한 신설, 인수·합병, 원내원 설치(특정과 위탁 등 일종의 부분 아웃소싱), 의료기관 건립 및 운영
용역(턴키베이스) 등이 있음
-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지의료기관, 투자사와의 프로젝트나 서비스제공 계약 외에는 현지법인 설립이
필요하며, 법인설립 형태는 투자자유지역(프리존)내 단독으로 의료기관이나 투자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자국민 스폰서와 유한책임회사(LLC)를 공동 설립하는 형태
<표 3> UAE 지출시 법적 형태
진출형태

유한책임회사(LLC)(해외기업, 지사,
사무소 설치 등)

단독투자(Wholly-owned Subsidiary)
(의료기관 신설 등)

비즈니스 형태
• UAE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법적 진출 형태로 외국기업 또는 기관의 지사
(Branch) 또는 사무소(Office) 설치시 대부분 LLC 형태이며, 외국인 지분율은
최대49%이며, 최소 51%의 지분을 UAE국적 스폰서*가 가짐(스폰서비용지불)
* 실제로 투자 및 사업을 하는 ‘사업파트너’보다는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에 간섭하지
않는 ‘Sleeping 스폰서’인 경우도 있음
(스폰서와의 법정 분쟁에 대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회사 정관(MOA)에 회사의
경영권, 은행 서명권 등 영업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계약사항 명시가 권고됨)

• 의료기관

및 기업, 개인 또는 정부기관이 단독으로 현지 법인(의료기관)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형태로 현재는 자유무역지대(DHCC 등)내에서만 가능

２０) UAE는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최근 자국내 기업의 외국인 지분 100% 허용 확대를 발표함. 2018년 5월 UAE내각은 의료, 교육 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이 UAE내 법인의 100%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투자유치 확대방안을 발표하였고 또한 내각은 2019년
7월. 13개 산업 122개 사업에 대해 외국인 지분 100% 허용 확대를 발표했으며, UAE 주정부별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함. 이 122개 사업중
헬스케어 분야에서 제약유통관련 일부 사업이 포함됨. 투자자유지역인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 Healthcare City)등에 입주한 기업은 외국
투자자 100% 지분 보유가 허용되고 있으나 UAE 일반지역에서 영업 활동을 하려면 UAE국적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야만 함.
２１) UAE의료면허

취득 과정을 경험한 한국인 의사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영어에 대한 어려움이 크며, 한국 의사들의 인지도 상승에 따른 견제로 특히
컨설턴트 면허 취득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임, 우리들병원 등 인터뷰,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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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표 4> UAE 의료기관 진출 비즈니스모델
진출형태

의료기관
합작투자
(Joint Venture)

단독투자 (Wholly-owned
Subsidiary)
*자유무역지대
내 가능
(DHCC 등)

내용
신설

•2개 이상의 의료기관 및 기업, 개인 또는 정부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자본,
자원, 투자이익을 공유하는 형태

인수·합병

•현지 기존 의료기관의 주식 또는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경영권을 획득하는
형태

원내원

•현지의 기존 의료기관 內에 2개 이상의 주체가 공동출자하여 자본,자원,
투자이익을 공유하는 형태
•의료기관 및 기업, 개인 또는 정부기관이 단독으로 현지법인(의료기관)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형태
* 종합병원과

약국은 UAE 전 지역에서(자유무역지대 포함) UAE국적의
스폰서가 필요하며, 최대 49%까지 지분소유

신설

**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회사는 자유무역지대 밖의 일반지역에서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하나, 별도의 에이전트 선정을 하면 가능함

•(Turn-Key Project) 병원 건설, 설비에서 운영이 가능한 상태로 소유주
에게 인도하는 일괄수주
병원 건설, 운영 등
계약 기반의 진출
(비투자)

Ⅲ

* 설립

후 경영관리나 의료인 교육까지 제공하는 턴키 플러스 방식도 존재

•(O&M) 현지 의료기관을 위탁경영하고 운영대가, 인건비 등을 수수
•(컨설팅,교육)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컨설팅,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하는
교육 계약
•(인력파견) 보건의료인 등 관련종사자의 파견 계약
•의약품, 의료기기의 제공

우리 병원의 UAE의료시장 진출 현황

■ 라스 알 카이마(Ras Al Khaima) 지역
	서울대 병원: UAE 대통령실과 5년간 운영·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연간 운영예산 2천억원(총1조원) 규모의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중증질환 전문 3차 병원을 운영 중이며, 총 220여명의 한국인 직원을 포함 약
8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
※ 서울대-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Sheikh Khalifa Speciality Hospital, SKSH)
- 2015년 4월 개원한 UAE 왕립 셰이크 칼리파 전문 병원은 현지 의료진교육과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열약한 UAE 현지 의료 시스템 개선에 이바지하며 우리 의료서비스 기관의 해외 진출 성공사례로 자리 잡고 있음
- 서울대병원은 2014년 6월, 미국 조지워싱턴·스탠포드, 영국 킹스칼리지, 독일 샤리테 대학병원 등 세계 유수의
종합병원들을 제치고 UAE 대통령실이 관리하는 라스 알 카이마 지역의 SKSH 병원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최종사업자로 선정됨(’19.7월 재계약 성공)
- 246병상 규모의 SKSH 병원은 암, 심장, 신경, 재활, 응급 등 전문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UAE 내에서
서울대병원의 의료시스템으로 운영됨
- 지난 3년간 15만명이 넘는 환자와 2천 건의 수술을 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의료사고도 없었고, 2017년
상반기에는 미국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의 국제인증도 획득하였음
- 성공적인 현지화를 입증하듯 매년 다른 UAE 토후국과 인근 국가에서 찾아오는 환자 수가 증가 중이며, 3차
의료기관의 전문분야 외에 UAE 내 한국교민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등, 진료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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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바이(Dubai)
- 우리들병원(척추센터) 두바이 본원 :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社와 위탁운영 및 디지털병원 시스템 수출
계약을 통해 자본투자 없이 매년 위탁운영료와 매출에 따른 로열티, 성과급 등을 받고 있으며, 의사 3명,
물리치료사 및 행정직 등 10명 내외의 한국인이 근무하고 있음

	아부다비(Abu Dhabi)
- 우리들병원 아부다비 지소 : 두바이 본원과 마찬가지로 무바달라社와 계약을 통해, 아부다비 공공병원인
헬스포인트병원 내에 척추센터를 개원하였음
- 스카이덴탈 치과 : 한국인 투자자가 인사권을 가지고 한국형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의료진을 포함한
다국적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음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DHCC)
- 코리햅(Korehab): 2015년 보바스 기념병원과 두바이보건청 간의 두바이재활센터 공립병원 위탁운영 계약이
종료된 후, 우리 의료진이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에 단독투자 형태의 자체 클리닉을 개원함. 총 17명의 한국
의료인 및 직원이 근무 중
- 한국한의원: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내 개인 한방클리닉 운영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HCC)
• 관련 정부기관 정보
- 헬스케어시티관리청(DHCA) http://www.dhcr.gov.ae
- 헬스케어시티 영업부서: (국제전화)+971 4 383 8300 · (현지)800 43584
• 2002년 셰이크 무하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칙령으로 보건의료 자유무역지대 조성됨

- 5개의 한국 의료서비스 기관을 포함, 개인·종합병원과 재활시설 등 임상의학에 중점을 둔 1단계 단지가 운영되고
있음
- 예방의학에 중점을 둔 2단계 조성계획 진행 중
* 제 2부지에는 주거와 편의시설도 들어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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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자법인 소유 가능) 병원 소유자에게 의료면허를 요구하지 않고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함*
* 종합병원·약국 설립은 예외로, 외국인에게 49%까지의 지분만 허용

- (의료관광객 증가 예상) 매년 일반관광객을 포함 120만명이 두바이 헬스케어시티를 방문, 이 중 15%가 의료
관광객으로 파악되며 불임치료, 성형수술, 치과치료 서비스의 수요가 높음 (KOTRA 두바이무역관)
* 두바이는 의료관광객에 한해, 3개월에서 최대 9개월간 두바이에 머무를 수 있는 의료관광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 (지리적 편의성) 의료시설 외 호텔, 쇼핑센터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의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두바이국제공항에서 8km 내외에 위치하고 있음
- (행정적 편의성) 헬스케어시티內 비자센터에서 직원 및 가족 비자, 신체검사 등 진행 가능
(단점)
- (영업활동 제한) 두바이헬스케어시티 외의 지역에서 직접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며,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대행해줄 에이전트를 고용해야 함
- (높은 임대료) 국제상업부동산서비스 업체인 Colliers International에 따르면, 두바이 내 병원의 71%가
헬스케어시티가 속해 있는“올드두바이”지역*에 모여 있으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는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비쌈
* Downtown Dubai, Bur Dubai, Jumeirah, Al Karama, Deira 등 두바이 크릭(Dubai Creek) 주변 지역

- (외국병원과 경쟁) 미국, 영국, 독일 등 기진출 현지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높은 선호도 대비 한국의료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임
- (특화된 경영전략 필요) 시장 선점을 위한 의료서비스 기관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보편적인
병원운영방식보다는 타 의료기관과 확연히 차이 나는 서비스 제공이 현지화에 유리할 수 있음

Ⅳ

UAE 의료기관 설립절차

■ UAE내 의료기관 설립절차
	( 의료기관 면허발급 절차) 의료기관 설립 신청 조건 및 절차는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
헬스케어시티관리청, UAE보건부 각각 상이한 세부규정을 요구하나, 전반적인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음
의료기관 면허발급 절차
1단계 (사전승인)
신청자

2단계 (최종승인)
인허가기관

1. 각 지역별 인허가기관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계정 생성
2. 의료기관 설립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1. 최종승인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및
인허가기관 요청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사전승인서 발행 →

3.사전승인 수수료 지불
* 사전승인은 근무일 기준 평균 10일 정도 소요
** 최종심사 기간은 서류심사, 현장검증 결과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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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2. 병원건물디자인 승인 및 의료기관
시설검사 요청 및 검사 진행
3. 최종승인 수수료 지불

인허가기관
→ 최종검사‧승인 및
의료기관 면허 발행

	(의료기관 면허신청 사이트)의료기관 설립 신청과 이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는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인허가기관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 지역별 인허가기관 홈페이지
* 아부다비: https://www.haad.ae/haad/tabid/975/Default.aspx
* 두바이: https://eservices.dha.gov.ae/DHAWeb/default.aspx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www.dhcr.gov.ae/en/E-Services/DepartmentService?DSID=13
* 북부 에미리츠: http://www.mohap.gov.ae/en/services/Pages/224.aspx

	의료기관 설립 신청 구비서류
- 병원 소유자의 유효한 여권과 에미리트 신분증 사본
- 현지 스폰서(UAE국적) 국적증명서
- 외국인 주주들의 유효한 비자 에미리츠 신분증 사본
- 주주들이 서명한 사업계획서, 확약서, 정관 등(진료분야, 고용계획, 의료장비,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포함)
- 각 에미리트 경제개발부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전승인서

	최종승인 제출서류
- 유효한 건물 임대 계약서 및 병원 내·외부 도면
- 고용주가 서명한 의료책임자의 No objection certificate(NOC) 및 병원 의료진 리스트
- 경제개발부 발급 최종 사업자등록증

	중요사항
- (UAE 의료면허) UAE에서 의료서비스기관 설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UAE의료면허 취득 필수임 ([UAE
보건의료인력 면허 발급 과정 및 기준((제V장)] 참고)
*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한의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 등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스폰서) 일반 UAE 지역에서 의료서비스 기관 설립 시, UAE 국적 스폰서가 최소 51%의 지분을 소유한
유한책임회사(LLC)가 필요함
- (법인설립) 각 에미리트(아부다비, 두바이 등)의 경제개발부(DED)로부터 사업자등록증(Trade License)을
취득해야 하며 회사명은 약자를 피해야 함
- (시설설비) 의료시설 내외부설계도*, 부동산 구획분할도**, 의료기기*** 위치 등 제출
* 종합병원은 해당 인허가 기관의 인가를 받은 설계업체로부터 설계도면 평가 필요
** 정확한 번지수 기재
*** 방사선기기 유무에 따라 방사선방호 면허 제출

- (시설허가) 새로 의료서비스 시설을 짓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시설물 유지에 대한 규정이 바뀔 수 있고 공사기간
또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경험 있는 현지 건설업자 고용하는 것을 추천함
* 기존의 의료서비스 기관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법에 따라 보수공사를 마치고 재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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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설립 규정 비교

아부다비

두바이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북부 에미리츠
(샤르자, 라스 알 카이마,
푸자이라, 움 알 쿠와인, 아즈만)

담당기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

헬스케어시티관리청

UAE연방보건부

온라인 접수

ㅇ

ㅇ

ㅇ

ㅇ

의료면허

ㅇ

ㅇ

ㅇ
*헬스케어시티 자체
의료면허 규정

ㅇ

UAE 국적
스폰서

ㅇ

ㅇ

X
*종합병원,
약국은 스폰서 필요

ㅇ

법인 형태

유한책임회사(LLC)
(스폰서 51: 외국인
49 지분구조)

유한책임회사(LLC)
(스폰서 51: 외국인
49 지분구조)

100% 지분 허용
*종합병원, 약국의
경우 외국인에게 49%
까지 지분 허용

유한책임회사(LLC)
(스폰서 51: 외국인 49
지분구조)

시설 설계도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의료서비스 기관 설립 관련 문서
- (아부다비보건청) 의료서비스 매뉴얼 Healthcare Providers Manual(2017)
- (두바이보건청) 의료시설 규정 Hospital Regulation(2012)
- (헬스케어시티 당국) 의료시설 운영 규정 Healtcare Operators Regulation (2013)
- (UAE보건부) 의료시설 규정 Healthcare Facilities Regulation(2013)

Ⅴ

UAE 보건의료인력 면허취득

■ UAE내 의료기관 설립절차
	UAE의 보건의료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건의료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 보건인력들이 면허과정에서 어려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진출과 동반하여 면허 발급을 계속
신청하고 있음
	우리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을 위해 다소 복잡하고 불리한 자격요건 적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됨
	(절차) Dataflow 서류검증 → 지역별 면허신청 → 평가 및 시험 → 근무기관 선정 → 최종 면허 발급
	(1단계) Dataflow 서류검증
- UAE 지역별 관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라인 E-Service 혹은 Dataflow에 요구 서류를 업로드 ２２)
- Dataflow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각국의 해당 기관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전수 조사를 진행 ２３)
- 전수조사에서 통과되면 Letter of Authorization을 발급 받음
２２) https://corp.dataflowgroup.com/verification-services/start-your-verification/healthcare/
２３) 국가별 시차, 공휴일 변수로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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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지역별 면허신청
- 근무 희망 지역에 따른 관할 기관별 요구 서류와 Dataflow 결과를 제출
- 서류 심사 통과 시, 관할 기관별 면허 기준*에 따라 평가 및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시험 통과 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는 Eligibility Letter를 발급받음

	(3단계) 최종 면허발급
- Eligibility Letter 발급 1년 이내 면허 신청 지역 내 의료기관에 취업* 및 고용기관의 의료과실 보험에 가입
- 관할 기관에 Eligibility Letter 및 근무지 정보를 제출하여 최종 면허증을 발급받음
* 1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Eligibility Letter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재신청해야함

■ 이하에서는

UAE 통합 보건의료 전문인력 자격요건(PQR) 및 두바이헬스케어시티 의료인
면허기준(‘Licensure Requirements’), 대체의학 면허기준 등의 자격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함２４)
<표 5> UAE 보건의료인력 규제 기관별 관할 지역
규제 기관

관할 지역

웹사이트

UAE보건예방부

두바이, 아부다비를 제외한
북부 에미리트 등 기타 지역

http://www.mohap.gov.ae/en/

아부다비보건청

아부다비 지역

https://www.haad.ae/haad/

두바이보건청

두바이 일반 지역

https://www.dha.gov.ae/en/

두바이헬스케어시티청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프리존 지역

https://dhcr.gov.ae/en/

면허 신청

DATA FLOW 서류 검증

북부에미리트 등
기타 지역
(UAE 보건예방부)

두바이
아부다비 지역
(아부다비보건부)

두바이 일반 지역
(두바이보건청)

PQR

평가 및 시험

(두바이헬스케어시티청)

자체 면허기준

(UAE 통합 보건의료 전문인력 자격기준)

평가 및 시험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평가 및 시험

평가 및 시험

Eligibility letter
발급
근무 기관 선정

면허 발급

[그림 1] UAE 보건의료인력 면허 획득 절차

２４) 전문은 해당 웹사이트 참조. UAE의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보완대체의학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구체적 자격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기사 분야는 매우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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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통합 보건의료 전문인력 자격요건
	(명칭) 통합 보건의료 전문인력 자격요건(Unified Healthcare Professional Qualification Requirements,
이하 PQR)２５)
	(발행) UAE보건예방부, 아부다비보건청, 두바이보건청
	(내용) 면허 교육이수, 경력, 검증, 평가, 시험, 갱신에 관한 개괄적 내용과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보건전문인,
전통보완대체의학 의료인 등 직종별 자격요건으로 구성
<표 6> PQR 주요 공통 자격요건 및 기준 (PQR p.13)
자격요건

주요 내용

교육이수

•국가적으로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
•교육이수 증명서는 모국에서 교육기관 또는 대학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교육이수는 발급 국가와 기관, 국내외 인지 정도, 교육 기간과 내용, 임상실습 경험 유무 등의 기준에
따라 검증 및 평가되며, PQR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UAE 공동 면허 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될 수 있음
•명예 학위, 통신대학, 원격학습으로 취득한 자격은 고려하지 않음
•세부전공, 하위전문분야는 주전공과 연계된 것으로 최소 2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할 시 인정됨

인턴십/
전문경력

•모든 의사/치과의사 지원자는 1년의 인턴십 수료증명이 요구되며 증명할 수 없을 시 임상경력 자격
기준을 2년 추가함
•학부 과정의 일부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료했을 경우, 졸업 후 별개의 인턴십 수료는 요구되지 않음
•전문 경력은 반드시 신청 타이틀에 부합해야하며 활동 국가의 보건 규제기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보유한 것이어야 함
•지원자의 경력은 봉직 또는 계약 기간 동안 실질적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어야 하며, 자원봉사, 참관
의(observership), 보조(clinical attachment) 경력은 제외

전문자격증/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활동증명서)

Primary Source
Verification
(1차 서류검증)

•지원자는 본국 또는/그리고 마지막 활동 국가에서 유효한 전문 등록증/면허를 소지
•등록증/면허는 본국 그리고/또는 활동 국가의 관련 인증기관에서 발급
•모든 지원자들은 CGS를 제출
•CGS는 활동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것을 제출
•CGS는 최근 활동 국가의 보건 규제기관에서 발급
•지원자는 범죄와 의료과실 경력이 없고 현재 혐의 조사 하에 있지 않음을 증명
•교육이수 증명서, 경력 증명서, 전문자격증 등 면허발급 요구 서류는 발급 기관에서 직접 검증 받은
것이어야 함

면허시험

•지원자는 신청기관의 면허시험을 통과해야함
•시험은 필기, 구술, OSCE(술기중심 실기시험) 등으로 구성
•시험은 영어로 진행하며 구술시험은 지원자 전문분야와 관련된 최소 5개의 시나리오/질문으로 구성
•지원자는 최대 3번까지 시험을 볼 자격이 있음

활동중단

•2년 이상의 임상 활동을 중단한 지원자는 PQR p.17에 따라 CME/CPD 요건을 충족해야함
•통상 5년 이상의 임상 활동을 중단한 외국인 지원자는 UAE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없음

２５) PQR원본 링크 - https://www.haad.ae/HAAD/LinkClick.aspx?fileticket=2K19llpB6jc%3D&tabid=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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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장) 의사·치과의사 (PQR p.20∼p.65)
<표 7>의사·치과의사 자격기준 및 요구경력
직종

자격기준

경력(Experience)

인턴

MBBS 또는 MBchB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동등자격
취득할 것

(불요)

레지던트

상동

인턴쉽 프로그램 성공적 완수 후 관련 기관(Authority)의
레지던트 자격기준에 따른 추가 요구조건을 충족할 것

전공의

상동

인턴쉽 프로그램 성공적 완수 후 2년의 임상경력

전문의

MBBS 또는 MBchB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동등자격
취득 후 전문자격기준(Tier)
표에 따른 전문자격요건 취득

컨설턴트

상동

인턴

BDS, DMD, DDS 또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동등자격 취득
할것

(불요)

레지던트

상동

인턴쉽 프로그램 성공적 완수 후 관련 기관(Authority)의
레지던트 자격기준에 따른 추가 요구조건을 충족할 것

전공의

상동

인턴쉽 프로그램 성공적 완수 후 2년의 임상경력

전문의

BDS, DMD, DDS 또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동등자격 취득
후 전문자격기준(Tier)표에
따른 전문자격요건 취득할 것

컨설턴트

상동

의사

치과의사

Tier1

Tier2

Tier3

(불요)

(불요)

UAE국적자 :
자격취득 후 1년
UAE비국적자:
자격취득 후 3년

Tier1

Tier2

Tier3

자격취득 후 2년

자격취득 후 5년

취득 불가

Tier1

Tier2

Tier3

(불요)

(불요)

UAE국적자 :
자격취득 후 1년
UAE비국적자:
자격취득 후 3년

Tier1

Tier2

Tier3

자격취득 후 2년

자격취득 후 5년

취득 불가

<표 8> 주요 국가별 의사면허 Tier 구분
국가

Tier 1

Tier 2

Tier 3

1년의 인턴과정, 4년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전문분야에서 마치고,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한국

오스트리아

전문의/일반전문의 학위 취득 후
등록

호주

왕립대 Fellowship 취득

벨기에

공공보건부 발행 전문의, 일반의
자격 취득

캐나다

캐나다 의사/외과전문의(RCPSC)
및 가정의학전문의(CCFP) 자격
취득

프랑스

전문의/보완전문의/일반의 자격 및
면허 취득

전문의 자격, 보완전문의/일반의
학위 취득

독일

전문의/일반전문의 자격 및 직위
취득

전문의/일반전문의 자격 취득

전문의/일반의 학위 취득

전문의 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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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Tier 1

Tier 2

아일랜드

전문의/일반전문의 자격취득
(CSCST)

네덜란드

전문의 자격 취득 및 MRSC, HVRC,
RGS 등 등록

뉴질랜드

Royal Colloge 펠로우쉽 취득

남아프리카

M.Med(Masters),
CMSA 펠로우쉽 취득

스웨덴

스웨덴 보건사회부 의사국가위원회
전문의/일반의 자격취득

영국

CCST, CCT, 일반의 자격 취득

미국

미국전문의협회(ABMS) 자격 취득

Tier 3

아일랜드 의학회 전문의로
MRCP 등 분야 Royal Colloge
등록된지 5년 이내이면서, Royal
회원자격 취득 등
College 회원자격 취득

GMC 전문의 등록 및 Royal
College 멤버쉽/펠로우쉽 취득
UAE자국민의 경우 ACGME
자격 취득

* 한국의

Tier2 자격 기준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을 위해 자격요건 수정을 관계기관에
요청중

- 의사·치과의사 시험면제 기준은 PQR 제 6장에 따라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되, 각 관청별로 재량 기준을
추가적으로 적용함
<표 9> 의사·치과의사 시험면제 기준
기관
공통

의사 시험면제 기준

치과의사 시험면제 기준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6개 국가의 기관의 국제인증시험*에 합격한
경우 의사 및 치과의사 전공의/전문의/컨설턴트 시험이 면제됨
*해당 국제인증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PQR 제 6장 p122~p127을 참고

UAE보건예방부

상동

아부다비보건국

두바이보건청

상동
•전문의/컨설턴트급: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
슬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
18개 국가의 기관의 국제인증시험에 합격한
경우
•전공의급: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6개 국가의 기관의 국제인증시
험에 합격한 경우 시험이 면제됨

상동

* 출처:https://www.dha.gov.ae/en/
HealthRegulation/pages/faqs.aspx

	(제 3장) 간호사 (PQR p.66∼p.71)
<표 10> 간호사 주요 공통 자격요건
자격요건

주요 내용
•국가/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간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UAE내 대학을 졸업하였다면 고등교육과학연구부의 인가를 받은 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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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대학을 졸업한 비 UAE 국적자는 졸업 후 6개월의 인턴십을 거쳐야 함

•학사학위는 최소 3년 이상의 정규학위여야 함
•명예학위 또는 통신교육 과정은 PQR에 인정되지 않음
•지원자는 자격인정 발부를 위해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자격요건

주요 내용

전문자격증

•모든 간호사는 반드시 유효한 기본소생술(Basic Life Support) 자격증 또는 자신의 진료 분야에 해
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지원자는 모국 또는/그리고 마지막 근무 국가의 유효한 면허/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표 11> 간호사 직종별 자격기준 및 요구경력

직종

자격기준

공인간호사
(Registered Nurse)

간호조무사
(Assistant Nurse)
학교간호사
(School Nurse)

경력(Experience)

•간호학 학사학위, 또는
•최소 2년의 캐나다 또는 미국 간호학 준학사와 아래의
국가 공인시험 이수자:
-미국: NCLEX-RN
-캐나다: Licensing Exam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 경력

최소 18개월 이상의 간호학 과정(Diploma) 이수자

자격증 취득 후 최소 1년의 임상 경력

공인간호사 자격과 소아전문소생술(Pediatric Advanced
Life Support) 소지자

•공인간호사 자격과 아래 과정의 석사/박사학위(또는 동
등한 자격) 소지자:
-임상간호사로써 약처방이 가능한 약학
-감별진단, 진단검사 지시 또는 해석(방사선 & 병리)
임상간호사
-고급 건강검사(Advanced Health Assessment)
(Nurse Practitioner)
또는
•공인간호사 자격과 국가 공인 임상간호사 자격/면허
소지자
*임상간호사 면허는 아부다비보건국에서만 발급함
전문간호사
(Specialty Nurse)

공인간호사 자격과 최소 1년 이상의 전문과목(1) 준석사
학위 (postgraduate certificate)

다음의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공인
간호사 임상 경력:
소아과, 중환자실, 응급실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간호사
경력

자격증 취득 후 전문과목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임상 경력

<표12> 간호사 시험면제 기준
직종

간호사

기준
•지원자 중 아래에 나열된 국가의 유효한/징계기록이 없는 간호사면허 소지자는 시험에서 면제: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미국

	(제 4장) 지원보건전문인(의료기사) (PQR p.72∼p.113)
<표 13> 지원보건전문인 주요 공통 자격요건
자격요건

주요 내용
•국가/국제적으로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UAE내 대학을 졸업하였다면 고등교육과학연구부의 인가를 받은 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교육이수

*UAE 대학을 졸업한 비 UAE 국적자는 졸업 후 6개월의 인턴십을 거쳐야 함

•학사학위는 최소 3년 이상, 석사는 최소 2년 이상의 정규학위여야 함
•명예학위 또는 통신교육 과정은 PQR에 인정되지 않음
•지원자는 자격인정 발부를 위해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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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임상경력 단축 조건

주요 내용
•전문분야(specialty)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원자에 한해, 임상경력 자격기준을 1년 단축함
(예: 최소 2년의 임상경력→최소 1년의 임상경력)
*상기 내용은 전문분야 석사/박사학위가 요구 자격기준이 아닌 직종에만 적용됨

기타사항

•보조 의료기사는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으며, 면허를 소지한 의료기사 아래 일해야 함
<표 14> 지원보건전문인 주요 직종별 자격기준 및 요구경력

직종

자격기준

방사선치료사
(Radiotherapy
Technologist)

방사선치료학 학사학위 소지자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경력

방사선 치료기사
(Radiotherapy
Technician)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의 방상선 치료 과정 (Diploma 또는
Certificate) 수료자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경력

방사선사
(Radiographer/
Radiography
Technologist)

•공인된 교육기관의 방사선학/방사선 기술학/영상의학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최소 3년의 방상선 과정 수료자(Diploma), 또는
•최소 2년의 방사선학 과정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
소지하고, 다음 기관에 방사선사로 등록돼 있는 자: ARRT, CAMRT,
AIR, Registration with the Regulation Health and Social Care
Professionals – Ireland, Documented evidence of passing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Assessment (REA) path to
registration 또는 Registration with the New Zealand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Board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경력

•방사선학/영상의학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최소 1년의
임상경력

•최소 2년의 방사선 기사과정 수료자 (Diploma 또는 동등한 자격)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경력

방사선 기사
(Radiography
Technician)

MRI 기사
(MRI Technologist)

초음파기사
(Sonographer)

임상병리사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최소 3년의 MRI 학사학위 소지 또는 과정 수료자(Diploma) 또는
•방사선학/방사선 기술학/영상의학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최소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12개월의 MRI 준석사학위(postgraduate diploma)를 소지/ 다음
임상경력
기관에 MRI 기사로 등록돼 있는 자:ARRT, CAMRT, AIR, UK HPC,
CORU, MRTB
•최소 3년 초음파학/초음파진단학학사학위 소지 또는
과정(Diploma) 수료자 또는
•최소 2년 초음파학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와 다음 기관에
방사선사/초음파사 자격증/등록증 소지자: ARRT, ARDMS,
Sonography Canada accreditation, ASAR, Regulation Health
and Social Care Professionals – Ireland, Documented
evidence of passing the Registration Examination
Assessment (REA) path to registration 또는 New
Zealand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Board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최소 3년 방사선학/방사선 기술학/영상의학
학사학위 또는 과정(Diploma) 수료와 최소 12개월 초음파진단학
과정(Post primary Certificate 또는 Diploma) 수료자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경력

임상병리학 또는 생물의학 학사학위 소지자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경력

임상병리기사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최소 2년의 임상병리학 과정(Diploma 또는
(Medical Laboratory
certificate) 수료자
Tech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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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Experience)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경력

직종

자격기준

경력(Experience)

•임상병리학 전문(Specialty)*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 혈액은행/수혈(Blood Banking/Transfusion),
임상 생화학(Clinical Biochemistry), 세포유전학(Cytogenetic),
유전학(Genetics), 혈핵학(Hematology), 조직적합성&면역
유전학(Histocompatibility and Immunogenetic), 조직검사학
(Histotechnology), 면역학(Immunology),
의학 미생물학(Medical Microbiology),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분자 유전학(Molecular Genetics)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경력

임상병리 전문가
(Medical Laboratory
Specialty)
•최소 1년의 하위 전문 분야 과정(sub-specialty)을 이수한
임상병리학 학사학위 소지자

임상병리학 학사학위 소지와 전문 분야에서 ASCP 자격증을 소지한 자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경력

임상병리학 학사학위 소지자

자격증 취득 후 최소 4년의
임상경력

•물리치료학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물리치료학 석사(MSc)학위 소지자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경력

물리치료기사
(Physiotherapy
Technician)

최소 2년의 물리치료학 과정(Diploma) 수료자 또는
준학사학위(Associate degree) 소지자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경력

직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최소 3년 직업치료학 학사학위 소지 또는
과정(Diploma) 수료자, 또는
•직업치료학 석사학위(MSc) 소지자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경력

물리치료사
(Physiotherapist)

직업치료기사
공인된 최소 2년 직업치료 과정 이수자
* 작업치료기사(Occupational Therapy Technician)는 독립적으로
(Occupational
Therapy Technician) 일할 수 없음

자격증 취득 후 최소 2년의
임상경력

*PQR

제 4장 지원보건전문인(Allied Healthcare Professionals) 전문에는 의료기사에 관하여 총 33가지 종류가 나열되어 있으며, 특히
의료기사에 대한 UAE의 직종(Title) 및 그 구분은 한국과 상이하므로 자격기준 및 경력에 따른 정확한 직종 의 명칭은 영문을 참고바람
** 이 외 지원보건전문인 직종의 면허발급 자격요건 및 기준은 PQR 제4장 지원보건전문인(Allied Healthcare Professionals) 전문을
참고바람

<표 15> 지원보건전문인 주요 직종별 시험면제 기준
직종

기준

방사선치료사
(Radiotherapist)

•지원자 중 아래에 나열된 의료기사시험 합격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에서 면제:
- 호주: Medical Radiation Practice Board of Australia
- 캐나다: Canadian Association of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 Certification
Examination (CAMRT)
- 아일랜드: CORU
- 뉴질랜드: Registration

Examination Assesment (REA), 또는 New Zealand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 Board
- 영국: 공인된 영국 방사선학 과정을 졸업하고, UK Healthcare Professions Council (HCPC)에
등록된 자
- 남아프리카 공화국:South African Health Professions Council (HPCSA)
- 미국:American Registry of Radiologic Technologist (ARRT)

영상의학사
(Medical Imaging
Technologists)

•지원자 중 아래에 나열된 의료기사시험 합격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에서 면제:
- 호주: Medical Radiation Practice Board
- 캐나다: Canadian Association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CAMRT) certification
examination
- 아일랜드: CORU
- 뉴질랜드: Registration

Examination Assesment (REA), 또는 New Zealand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 Board
-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n Health Professional Council (HPCSA) - Radiographer
- 영국: 공인된

영국 의료기사 과정을 졸업하고, UK Healthcare Professions Council (HCPC)에
등록된 자
- 미국:The American Registry of Radiological Technologists (AR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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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기준

초음파기사
(Sonographer)

•지원자 중 아래에 나열된 의료기사시험 합격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에서 면제:
- 호주: Australian Sonographer Accreditation Registry (ASAR)
- 캐나다: Sonography Canada
- 아일랜드: CORU
- 뉴질랜드: Registration

Examination Assesment (REA), 또는 New Zealand 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 Board
-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n Health Professional Council (HPCSA) - Radiographer
- 영국: 공인된

영국 의료기사 과정을 졸업하고, UK Healthcare Professions Council (HCPC)에
등록된 자
- 미국: The

American Registry for Diagnostic Medical Sonography (ARDMS), 또는 The
American Registry of Radiologic Technologists (ARRT)

임상병리사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지원자 중 아래에 나열된 의료기사시험 합격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에서 면제:
- 호주: Australian Institute of Medical Scientists(AIMS) - Medical Lab Scientist
- 캐나다: Canadian Society for Medical Laboratory Science (CSMLS)
- 아일랜드: 공인된

아일랜드 의료기사 과정을 졸업하고, Academy of Laboratory Science에
등록된 자
- 뉴질랜드: New Zealand Medical Laboratory Science Board – Medical Lab Scientist
-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n Health Professional Council (HPCSA) - Technologist
- 영국: Healthcare Professions Council(HCPC) - Biomedical Scientist
- 미국: The American Society for Clinical Pathology (ASCP)

물리치료사
(Physiotherapist)

•지원자 중 아래에 나열된 의료기사시험 합격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시험에서 면제:
- 호주: Australian Physiotherapy Board
- 캐나다: Canadian Alliance of Physiotherapy Regulators
- 아일랜드: 공인된

아일랜드 의료기사 과정을 졸업하고, Irish Society of Chartered
Physiotherapists에 등록된 자
- 뉴질랜드: The Physiotherapy Board of New Zealand
- 남아프리카 공화국: South African Health Professional Council (HPCSA)
- 영국: 공인된

영국 의료기사 과정을 졸업하고, UK Healthcare Professions Council (HCPC)에
등록된 자
- 미국: National Physical Therapy Examination (NPTE)

(제 5장) 보완 대체의학 (PQR p.114∼p.119)
<표 16> 보완 대체의학 주요 공통 자격요건
자격요건

공통

주요 내용
•지원자는 모국 또는/그리고 마지막 활동한 국가에서 유효한 전문 등록증/면허를 소지
•모든 지원자는 해당 대체의학의 이론, 임상경력시간 등을 표기한 증명서를 제출
•부항(Cupping)은 중국의학의 범위에 속함
•모든 대체의료인은 기본소생술(Basic Life Support) 자격증을 소지
<표 17> 전통보완 및 대체의학 주요 직종별 자격기준 및 요구경력

직종

침술의
(Acupuncture
Practi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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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경력(Experience)

인턴기간 포함 5년 이상의 관련 학사 학위

인턴십 프로그램 완수 후
2년의 임상경력

공인된 침술 관련 풀타임 교육프로그램 최소 2년 이수 또는 미국침술사
인증위원회(NCCAOM) 또는 동등한 자격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최소
2,500시간 파트타임 교육 이수/증명서

인턴십 프로그램 완수 후
3년의 임상경력

직종
중의사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CM)
practitioner

자격기준

경력(Experience)

1년 인턴기간 포함 5년 이상 풀타임 대학 교육 이수, 중의학 학사학위

인턴십 프로그램 완수 후
2년의 임상경력

공인된 중의학 풀타임 교육프로그램 최소 3-4년 이수 또는 최소 2,400
시간(1,500시간 이론교육, 900시간 임상실습) 교육 이수

인턴십 프로그램 완수 후
4년의 임상경력

■ 두바이헬스케어시티 의료인 면허기준
(발행) 두바이헬스케어시티청
	(내용) 의료인력 직종별 면허 일반사항, 교육기준, 경력 등 요구조건, 고려사항, 평가 및 시험에 관한
가이드라인
<표 18> 두바이헬스케어시티 주요 공통 자격요건 및 기준
자격요건

전문자격증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활동증명서)

주요 내용
•지원자는 본국 또는/그리고 마지막 활동 국가에서 유효한 전문 등록증/면허를 소지
•등록증/면허는 본국 그리고/또는 활동 국가의 관련 인증기관에서 발급
•지원자는 지난 2년간 활동 시 가지고 있던 등록증/면허를 모두 제출
•관련 인증기관이 없는 전문분야의 경우, 지원자는 보건당국에서 해당하는 전문분야를 규율하는
기관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등록증/면허를 모두 발급하는 국가에서는 둘 다 제출
•모든 지원자들은 CGS를 제출
•CGS는 활동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것을 제출
•CGS는 활동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
•CGS에는 지원자의 이름과 면허 분류가 명시

영어능력시험

•영어 이외의 언어로 교육을 수료한 지원자들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
•영어 능력 증명 시험: 토플- 최소 550(PBT), 78(iBT) 또는 아이엘츠- 최소 6.0 또는 동등 자격
•영어 능력 증명은 2년 내에 발급받은 유효한 증명서 제출
•영어권 국가에서 최소 1년 이상 보건 직종으로 활동하거나 면허증을 받은 자는 영어 능력 증명 시험
에서 면제될 수 있음

DHCC 면허시험

•특정 전문분야, 특정 국가의 지원자는 자격 시험 기관인 Prometric사를 통해 시험을 응시
•지원자는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만 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음
•Prometirc시험은 영어로 진행되며 다지선다형식임
•지원자는 시험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의 목록을 제공받을 수 있음
•지원자는 결과통보를 Prometric사를 통해 이메일로 받으며,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 (점수) 등은
공개 하지 않음
•지원자는 최대 3번까지 시험을 볼 자격이 있음

추천서

동일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의료종사자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발급한 추천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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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헬스케어시티 의사·치과의사
<표 19> 두바이헬스케어시티 의사·치과의사 자격기준 및 요구경력
직종

자격기준

경력(Experience)

•의대/치의대 수료 후 지도 하에 의대/치의대에서
•UAE 고등 교육부와 세계 의료교육 디렉토리에 등재된
지원하는 최소 1년의 임상 수련(인턴십)을 마친 자;
기관/대학/대학교에서 의학/치의학 정식 교육 4년
그리고
일반전공의/
포함, 연속적으로 최소 5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인턴십 수련 후 최소 2년의 임상 경력을 마친 자.
일반치과의
•의사, 치과 수술의 또는 동등한 자격의 의료인으로써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UAE 대학 졸업자의 경우, 임상
요구되는 모든 정식 과정을 수료한자
경력에서 면제 되지만 선발 시험을 응시할 수 있음
•UAE 고등 교육부와 세계 의료교육 디렉토리에 등재된
Option1
Option2
Option3
기관/대학/대학교에서 의학/치의학 정식 교육 4년
포함, 연속적으로 최소 5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사, 치과 수술의 또는 동등한 자격의 의료인으로써
요구되는 모든 정식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 후 의대/치대에서 지원한 (또는 인증받은
병원에서) 최소 3년의 임상 전문의 수련을 마치고,
•각 option별 전문 자격 기준 (Recognized
Qualification)에 등재된 면허 자격기관에서 얻은
지난 4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전문의 면허
전문의/
연속된
2년
연속된 5년
전문치과의 •UAE 고등 교육부와 세계 의료교육 디렉토리에 등재된
(불요)
기간의
의학/
기간의
의학/
기관/대학/대학교에서 의학/치의학 정식 교육 4년
치의학 활동
치의학 활동
포함, 연속적으로 최소 5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사, 치과 수술의 또는 동등한 자격의 의료인으로써
요구되는 모든 정식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 후 의대/치대에서 지원한 (또는 인증받은
병원에서) 최소 3년의 임상 전문의 수련을 마치고,
•각 option별 전문 자격 기준 (Recognized
Qualification)에 등재된 면허 자격기관에서 얻은
전문의 면허
•전문의/전문치과의 자격기준과 동일
Option1
Option2
Option3
•전문의/전문치과의 수련 후 최소 2개의 상호 검토된
의료 간행물을 집필한 자
전문분야에서
전문분야에서
•MEDLINE 도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간행물 만
5년
이상 병원;
3년
이상
병원;
인정됨
컨설턴트
그리고/또는 전문 그리고/또는 전문
•전문의/전문치과의 자격기준과 동일
직위 취득 불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전문치과의 수련 후 최소 2개의 상호 검토된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의료 간행물을 집필한 자
활동한자
활동한자
•MEDLINE 도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간행물 만
인정됨
<표 20> 두바이헬스케어시티 Option1 국가별 자격기준
국가

Option1

한국

대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공인자격증(Board certification); 또는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미국

미국전문의협회(ABMS) 또는 미국 치과전문의협회(ABDS) 자격 취득

영국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Training (CCT); 또는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Specialist Training (CCST); 또는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Specialist Registration (CESR); 또는
Postgraduate Medical Education and Training Board (PMETB); 또는
Fellowship of Royal colleges for medical specialties; 또는
Membership of Royal colleges only for dental specialties; 또는
Registration as Specialist from General Medical Council (GMC); 또는
Registration as Specialist from General Dental Council (GDC)

* 이 외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총 23개국이 Option1 국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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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두바이헬스케어시티 의사·치과의사 시험면제 기준
직종

의사/치과의사

기준
•UAE고등교육과학연구부의 승인을 받은 UAE 대학 졸업생들은 시험 면제
•한국 포함 ‘Option 1’국가의 지원자들은 시험 면제
•일반전공의/일반치과의 지원자 중 ‘Option 1’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에 나열된 시험 중
하나를 통과한 자는 시험 면제:
- (호주) RACGP
- (아일랜드) TRAS Parts I,II
- (영국) PLAB test Part I, II, Membership of the Royal Colleges examinations Parts I,II
- (미국) USMLE Steps 1,2 CK, 3 또는 MLE-G
- (캐나다) MCCE, MCCQE Parts II, III

* 두바이헬스케어시티

의사 및 치과의사 면허 가이드라인 전문은 ‘Licensure Requirements for Physicians and Dentists Guidance
for Applicants’을 참고 바람

두바이헬스케어시티 간호사
<표 22> 두바이헬스케어시티 간호사 자격기준 및 내용
자격기준

주요 내용

교육이수

•공인된 기관 및 대학의 최소 3년제 이상 간호 학사

요구경력

•최소 1년 이상의 간호사 경력

전문자격증

•현재 유효한 자격증/등록증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CGS는 활동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것을 제출
(활동증명서)
영어능력 시험
DHCC 면허시험
추천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교육을 수료한 지원자들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영어 능력 증명 시험: 토플- 최소 550(PBT) 또는 아이엘츠- 최소 6.0 또는 동등 자격
•통과 필수
•동일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의료종사자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발급한 추천서 2장

* 이 외 조산사, 정신과간호사, 소아과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보조의 면허발급 자격요건 및 기준은 두바이헬스케어시티
간호사면허가이드라인 전문 ‘Licensure Requirements for Nursing Guidance for Applicants’을 참고 바람

두바이헬스케어시티 지원보건전문인(의료기사)
<표 23> 두바이헬스케어시티 방사선사(Radiology Technologist)
자격기준

주요 내용

교육이수

•공인된 기관 및 대학의 최소 3년제 이상 방사선과(Radiology Technology 또는 Medical
Imaging) 학사

요구경력

•최소 2년 이상의 방사선사 경력

전문자격증

•현재 유효한 자격증/등록증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CGS는 활동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것을 제출
(활동증명서)
영어능력 시험
DHCC 면허시험
추천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교육을 수료한 지원자들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영어 능력 증명 시험: 토플- 최소 550(PBT) 또는 아이엘츠- 최소 6.0 또는 동등 자격
•통과 필수
•동일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의료종사자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발급한 추천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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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브리프

<표 24> 두바이헬스케어시티 임상병리사(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자격기준

주요 내용

교육이수

•공인된 기관 및 대학의 최소 3년제 이상 임상병리과 학사

요구경력

•최소 1년 이상의 임상병리사 경력

전문자격증

•현재 유효한 자격증/등록증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CGS는 활동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것을 제출
(활동증명서)
영어능력시험
DHCC 면허시험
추천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교육을 수료한 지원자들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영어 능력 증명 시험: 토플- 최소 550(PBT) 또는 아이엘츠- 최소 6.0 또는 동등 자격
•통과 필수
•동일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의료종사자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발급한 추천서 2장
<표 25> 두바이헬스케어시티 물리치료사(Physical Therapist)

자격기준

주요 내용

교육이수

•공인된 기관 및 대학의 물리치료학과 학사

요구경력

•최소 2년 이상의 물리치료사 경력

전문자격증

•현재 유효한 자격증/등록증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CGS는 활동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것을 제출
(활동증명서)
영어능력 시험
DHCC 면허시험
추천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교육을 수료한 지원자들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영어 능력 증명 시험: 토플- 최소 550(PBT) 또는 아이엘츠- 최소 6.0 또는 동등 자격
•통과 필수
•동일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의료종사자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발급한 추천서 2장
<표 26> 두바이헬스케어시티 작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

자격기준

주요 내용

교육이수

•공인된 기관 및 대학의 작업치료학과 학사

요구경력

•최소 2년 이상의 작업치료사 경력

전문자격증

•현재 유효한 자격증/등록증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CGS는 활동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것을 제출
(활동증명서)
영어능력 시험
DHCC 면허시험
추천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교육을 수료한 지원자들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영어 능력 증명 시험: 토플- 최소 550(PBT) 또는 아이엘츠- 최소 6.0 또는 동등 자격
•통과 필수
•동일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의료종사자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발급한 추천서 2장
<표 27> 두바이헬스케어시티 초음파기사(Ultrasonogropher)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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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교육이수

•공인된 기관 및 대학의 초음파검사학과(Ultrasonography) 학사
•또는 공인된 기관 및 대학의 관련학과(radiology/clinical tecnhology) 학사 그리고
공인된 기관 및 대학에서 초음파검사학 전문 대학원 과정 수료

요구경력

•최소 2년 이상의 초음파기사 경력

자격기준

주요 내용

전문자격증

•현재 유효한 자격증/등록증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CGS는 활동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것을 제출
(활동증명서)
영어능력
시험

•영어 이외의 언어로 교육을 수료한 지원자들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영어 능력 증명 시험: 토플- 최소 550(PBT) 또는 아이엘츠- 최소 6.0 또는 동등 자격

DHCC 면허시험

•없음

추천서

•동일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의료종사자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발급한 추천서 2장

* 두바이헬스케어시티 지원보건전문인 면허 가이드라인 전문에는 의료기사에 관하여 총 40종이 나열되어 있으며, 특히 의료기사에 대한
UAE의 직종(Title) 및 구분은 한국과 상이하므로 자격요건에 따른 정확한 직종 명칭은 영문을 참고바람
** 이 외 지원보건전문인 면허발급 자격요건 및 기준은 두바이헬스케어시티 지원보건전문인 면허 가이드라인 전문 ‘Licensure
Requirements for Allied Health Professionals Guidance for Applicants’을 참고바람

두바이헬스케어시티 보완 대체의학
<표 28> 두바이헬스케어시티 한의사(Traditional Asian Medicine)
자격기준

주요 내용

교육이수

•공인된 대학에서 아시아전통의/중의/한의학 학사과정을 수료 또는
•공인된 대학에서 일반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아시아전통의/중의/한의학 학사과정 또는
해당 국가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과정과 동등한 최소 4년 이상의
아시아/중의/한의학 프로그램 수료

요구경력

•5년 기간 풀타임 아시아전통의/중의/한의학 활동

전문자격증

•현재 유효한 자격증/등록증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CGS는 활동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것을 제출
(활동증명서)
영어능력 시험
DHCC 면허시험
추천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교육을 수료한 지원자들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영어 능력 증명 시험: 토플- 최소 550(PBT) 또는 아이엘츠- 최소 6.0 또는 동등 자격
•없음
•동일 전문 분야와 관련된 의료종사자로부터 최근 2년 이내 발급한 추천서 2장

* 상세한

자격요건 및 기준은 두바이헬스케어시티 보완 대체의학 의료인 면허 가이드라인 전문 ‘Licensure Requirements for
Complementary & Alternative Medicine (CAM) Practitioners Guidance for Applicants’을 참고바람

Ⅵ

UAE 보건의료 진출을 위한 시사점

■ 시장 수요 확대와 제도적 장벽 낮추기로 진출 기회는 확대 중
	한국 의료기관의 UAE 진출은 합작법인제도, 의료면허 획득에 대한 어려움, 복잡한 민영보험 시장 등 어려운
점들이 존재하지만, 비교적 우수한 정주여건과 UAE정부의 점진적 규제완화 및 적극적 의료지원 정책
등으로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공공보건 향상과 의료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연방 및 에미레이트정부 별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외국의료기관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의료기관 진출의 핵심인 UAE 의료면허 획득과정에서 제도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함께 진행되고 있음 ２６)
２６) 우리나라 의사의 의료면허 인정 등급을 제고하도록 PQR을 개정하려는 양국 정부간 협력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의사 개인별 면허 인정
과정상의 사안에 대한 해결 노력도 병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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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진출과 동반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진출도 해외 우수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여 추가적인
기회 창출 가능성이 있으며, 포스트 오일시대를 대비해서 UAE 공공 및 민간 기관, 기업에서 제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지속적으로 탐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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