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019, 7(4), 193~202
https://doi.org/10.15268/ksim.2019.7.4.193

ISSN  2288-1174(Print)
ISSN  2383-9651(Online)

일부지역 보건·관광계열 대학생들의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인식 및 지식, 태도 차이에 관한 분석  193

일부지역 보건·관광계열 대학생들의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인식 및 

지식, 태도 차이에 관한 분석 

박은영1 · 문원숙2⧧ 

1경운 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2⧧경남정보 학교 치위생과 교수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Knowledge and Attitudes of Medical Tourism 

Industry among College Students in Health and Tourism in Some Regions

Park Eunyoung, Ph.D1 ․ Mun Wonsuk, Ph.D2⧧

1Dept. of Dental Hygiene, Kyungwoon University, Professor
2⧧Dept. of Dental Hygiene,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ttitudes, and knowledge of health tourism students' 

medical tourism industry as a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curriculum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at can be activated by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Methods : The questionnaires were directly distributed and retrieved from 394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4 year college health 

department and tourism department of some regions (IRB approval number, KW-2017-05). The questionnaire used the Likert 5-point 

scale to analyz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ttitudes, and knowledge levels in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ndependent sample t 

test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attitudes, and knowledge about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between 

the two groups.

 Results :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were 3.44 

points for health and 3.45 points for tourism (p<.05). 2. The difference in attitude level was 2.28 for health and 2.79 for tourism. 

And that tourism has a high perception and attitude. The knowledge of medical tourism industry was 5.93 in health department and 

7.11 in sight tourism, and the tourism sector was significantly higher (p<.001). 3. As a result of analysis on attitudes, interest,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practical knowledge acquisition, and development possibility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4. 98.6 % of 

the health students and 97.8 % of the tourism students did not obtain the qualification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coordinator. However, in the future, respondents who answered that they have obtained the certificate of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coordinator responded positively to 54.9 % of tourism department and 25.2 % of health department.

 Conclusion : A systematic education of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will improve the leve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ncluding the acquisition of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coordinator certification, as well as the level 

of medical tourism industry awareness, knowledge and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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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의료관광은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으로 국제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lT 신산업 분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생산업으로 초기 인프라의 구축이 중

요한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으며(Yu와 Kim, 2012), Han 

등(2015)은 해외환자 유치방법의 하나로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 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형태’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진흥법 제12조의 2에

서 ‘의료관광이라 국내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

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2). 보건복지부 주관법률인 의

료법 제27조, 제27조의 2,제56조 등에서는 의료관광 

신에 ‘외국인 환자 유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의료 쪽

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Lee, 2016). 

의료관광의 산업화는 국내 관광산업 및 의료산업 발

전을 시도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영위하게 하고, 특히 

국민경제력 향상,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우수한 

병원과 연구기관 등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가능하다. 나아가 보건의료관

광 산업의 확 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하였다(Lee, 2009). 의료관광 활성화 책 추진현황에 따

르면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전문성 강화 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Yu, 2013;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2).

의료관광의 인적자원은 의료실행에서 환자와 의료진

에게 접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의료관광자의 편

의와 기 에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의 실행자라고 할 

수 있다. 의료관광의 인적자원의 업무에는 의료전후단계

의 정보 및 안내서비스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서비

스, 치료, 치유과정의 관여,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의료진

과 환자당사자 및 환자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지원 등 다

양한 역할이 포함된다고 하였다(Cho & Choi, 2011; 

Schuler 등, 2001; Som, 2007). Ahn 등(2011)은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는 치료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의료관광객을 위해 입국에서부터 출국까지 관련된 모든 

업무 즉, 수속 행 및 각종 예약 행, 해외 의료를 위한 

병원업무, 의료상담, 관광연계 등 의료 및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의료

관광 인력에 관한 연구들은 인력방안 또는 필요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인력은 의료관광 산업의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필수 전공인 보건과 관광계열 학생들의 의료관관산업

에 한 본질적인 지식, 태도, 인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필요

성이 두되어 왔으나 이를 위한 보건과 관광의 융합적 

교육시스템이 부족한 실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 관

광계열 학생들의 의료관광산업에 한 인식, 태도, 지식

의 차이를 분석하여 의료관광산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연구를 진

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도구

본 연구는 2017년 4월 ~ 9월까지 일부지역 4년제 학

교에 재학 중인 보건·관광계열(보건행정학과, 간호학과, 

관광학부, 국제경상학부 의료관광전공) 전공 학생 400

명을 편의추출 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도구와 연구동의

서를 직접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이중 활용이 불가능한 

6부를 제외한 394(98.5 %)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경운 학교 IRB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

였다(IRB번호: KW-2017-05). 설문조사지는 Ahn(2014)의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상의 일반적 특성 5문항, 의료

관광산업에 관한 일반적 사항 8문항, 의료관광산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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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 15 문항, 의료관광산업 태도 15문항, 의료관광산

업 지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료관광인식과 태도영

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전체평균

점수는 최고 5점, 최저1점이 되도록 하였다. 의료관광 지

식부문은 정답일 경우 1점, 오답과 ‘모른다’일 경우 0점

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

가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의료관광에 한 인식 15문항의 

Cronbach’ α는 .800이었으며, 의료관광산업 태도 15문항

의 Cronbach’ α는 .966이었다.

2.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열

에 따른 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의료관광에 관한 일반

사항은 교차분석을, 보건‧관광계열에 따른 의료관광 인

식도, 의료관광 태도, 의료관광 지식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의 경우는 관광계열이 

33.9 %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보건계열이 88.3 %로 나

타났다. 학생들의 거주 지역은 보건계열에서는 창원 

53.3 %, 관광계열은 기타지역 40.0 %로 나타났다. 학년

은 1학년은 관광계열 68.3 %, 2학년은 보건계열이 37.9 

%로 나타났으며, 전공 선택 동기는 ‘본인적성’ 보건계열 

51.9 %, 관광계열 75.6 %. ‘높은 취업률’은 보건계열 29.0 

Variable
Department

Total (n, %)
Health (n, %) Tourism (n, %)

Gender
Male 25 (11.7) 61 (33.9) 86 (21.8)

Female 189 (88.3) 119 (66.1) 308 (78.2)

Regions

Masan 55 (25.7) 27 (15.0) 82 (20.8)

Changwon 114 (53.3) 21 (11.7) 135 (34.3)

Jinhae 11 (5.1) 6 (3.3) 17 (4.3)

Gimhae 19 (8.9) 54 (30.0) 73 (18.5)

Etc 15 (7.0) 72 (40.0) 87 (22.1)

Grade

1st 59 (27.6) 123 (68.3) 182 (46.2)

2nd 81 (37.9) 5 (2.8) 86 (21.8)

3rd 54 (25.2) 34 (18.9) 88 (22.3)

4th 20 (9.3) 18 (10.0) 38 (9.6)

Major selection 
motivation

Aptitude 111 (51.9) 136 (75.6) 247 (62.7)

Parents recommendation 32 (15.0) 9 (5.0) 41 (10.4)

High employment rate 62 (29.0) 20 (11.1) 82 (20.8)

Teacher recommendation 4 (1.9) 7 (3.9) 11 (2.8)

Etc 5 (2.3) 8 (4.4) 13 (3.3)

Hope workplace type 
after graduation

Hospital 180 (84.1) 43 (23.9) 223 (56.6)

Travel agency 2 (0.9) 37 (20.6) 39 (9.9)

Public servant 22 (10.3) 14 (7.8) 36 (9.1)

Enterprise 4 (1.9) 76 (42.2) 80 (20.3)

The graduate school 5 (2.3) 2 (1.1) 7 (1.8)

Etc 1 (0.5) 8 (4.4) 9 (2.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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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계열 11.1 % 순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취업 희

망 직장 유형은 보건계열은 병원이 84.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계열은 기업체가 42.2  %로 높게 응답

하였다(Table 1).

2. 보건·관광계열에 따른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일반사항 

분석

계열에 따른 의료관광산업 일반사항 분석 결과 ‘의료

관광 청취여부’는 관광계열 91.1 %로  ‘예’라고 답한 것

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관광 관련 교과목의 개설여부

는 보건계열은 89.3 % ‘아니오’가 관광계 78.3 % ‘예’가 

높게 나타났다. 의료관광산업에 한 평소관심은 보건계

열 20.1 %, 관광계열 50.0 %로 관광계열이 높게 나타났

으며, 의료관광산업 분야의 장래 진로가 희망적이라는 

항목에서는 보건계열 16.8 %, 관광계열이 54.4 %로 관광

계열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관광산업의 발전가능성에서

도 보건계열은 57.5 %, 관광계열은 86.7 %로 나타났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 여부는 보건계열 98.6 

%, 관광계열 97.8 %가 자격증 취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앞으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자격증 취

득 여부의 응답에서는 관광계열 54.9 %, 보건계열 25.2 

%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의료관광 정보 습득매체

에서는 보건계열 인터넷이 32.3 %, TV, 라디오 등 중

매체가 31.3 %, 학교가 20.6 %의 순으로 관광계열 학교

가 48.8 %, 인터넷이 40.0 %, TV, 라디오 등 중매체는 

5.0 %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
Department

Total(n, %) 

Health (n, %) Tourism (n, %)

Listen to medical tourism
Yes 160 (74.8) 164 (91.1) 324 (82.2)

17.87**

No 54 (25.2) 16 (8.9) 70 (17.8)
Opened medical tourism 

course
Yes 23 (10.7) 141 (78.3) 164 (41.6)

83.79**

No 191 (89.3) 39 (21.7) 230 (58.4)

Medical tourism usual 
attention

Positive 43 (20.1) 90 (50.0) 133 (33.8)
48.24**Usually 85 (39.7) 63 (35.0) 148 (37.6)

Negative 86 (40.2) 27 (15.0) 113 (28.6)

Medical tourism career hope
Positive 36 (16.8) 98 (54.4) 134 (34.0)

64.55**Usually 74 (34.6) 43 (23.9) 117 (29.7)
Negative 104 (48.6) 39 (21.6) 143 (36.3)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Positive 123 (57.5) 156 (86.7) 279 (70.8)
50.43**Usually 81 (37.9) 24 (13.3) 105 (26.6)

Negative 10 (4.7) 0 (0.0) 10 (2.6)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coordinator certification

Yes 3 (1.4) 4 (2.2) 7 (1.8)
.539

No 211 (98.6) 176 (97.8) 387 (98.2)

Medical tourism certification 
acquisition plan

Positive 53 (25.2) 95 (54.0) 148 (38.2)
43.00**Usually 89 (42.2) 52 (29.5) 141 (36.4)

Negative 69 (32.7) 29 (16.4) 98 (25.4)

Medical tourism information 
acquisition medium

Mass media 67 (31.3) 9 (5.0) 76 (19.3)

66.62**

Internet 69 (32.2) 72 (40.0) 141 (35.8)
School 44 (20.6) 87 (48.3) 131 (33.2)

Friends, family, 
acquaintances

19 (8.9) 6 (3.3) 25 (6.3)

Etc 15 (7.0) 6 (3.3) 21 (5.3)

Table 2. Analysis of general matters on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by department

*p<.05, **p<.01, ***p<.01
The figures are average ±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calculated b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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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관광계열에 따른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필요

한 언어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언어에 한 중복응답 가

능한 결과로 영어는 보건계열 79.9 %, 관광계열 78.9 %

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 중국어로 보건계열 

55.6 %, 관광계열 72.2 %로 응답하였다. 관광계열은 보건

계열보다 중국어에 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Variable
Department

Total (n, %)
Health (n, %) Tourism (n, %)

English 171 (79.9) 142 (78.9) 313 (79.4)

Chinese 119 (55.6) 130 (72.2) 249 (63.2)

Japanese 17 (7.9) 7 (3.9) 24 (6.1)

Russian 10 (4.7) 16 (8.9) 26 (6.6)

Etc 0 (0.0) 4 (2.2) 4 (1.0)

Table 3. Languages needed to revitalize medical tourism

4. 보건·관광계열에 따른 의료관광산업 인식도 차이 분석

의료관광 산업 인식도 분석결과 관심도 전체영역에서 

보건계열 3.59점, 관광계열 3.43으로 보건계열이 높게 나

타났으며, 하위영역인 의료관광산업의 막연함은 보건계

열 3.11점, 관광계열 2.84점으로 보건계열이 높게 나타났

으며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 실무지식습득의 하

위영역인 의료관광 현장실습을 위한 기회 필요 항목에서

는 보건계열 3.72점, 관광계열  3.98점으로 관광계열이 높

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평균의 차이가 있었다(Table 4).

Variable
Department

t p
Health Tourism

 Interest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s vague. 3.11±0.92 2.84±0.81 3.05 .002**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should be recognized and 
developed as a growth industry.

3.81±0.73 3.73±0.98 0.96 .337

The reason for coming to Korea is medical quality and 
services.

3.86±0.77 3.71±0.99 1.64 .102

Total 3.59±0.54 3.43±0.60 2.89 .004**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Collection of books and data information related to 
medical tourism is important.

3.60±0.76 3.61±0.83 -0.16 .872

The Korean Wave has an impact on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3.86±0.87 3.76±1.04 1.01 .313

I have participated in medical tourism related fairs in 
Gyeongnam area.

2.37±1.12 2.50±1.33 -1.01 .314

I have participated in medical tourism fairs in other 
regions.

2.14±1.09 2.34±1.26 -1.64 .102

Total 2.99±0.65 3.05±0.56 -0.96 .339

Table 4. Analysis of difference in perception about medical touris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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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difference in perception about medical tourism industry (continue)

Variable
Department

t p
Health Tourism

Acquiring 
practical 

knowledge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will function effectively 
as medical tourism.

3.28±0.91 3.33±0.87 -0.64 .523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medical tourism is 
language.

3.64±0.94 3.68±0.94 -0.50 .614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 programs to nurture 
medical tourism talent.

3.75±0.79 3.80±0.95 -0.59 .558

Practical training opportunities needed 3.72±0.83 3.98±1.02 -2.66 .008**

Total 3.60±0.61 3.70±0.74 -1.49 .138

Development 
potential

I think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will affect 
economic growth.

3.90±0.79 3.82±1.12 0.81 .418

I think it is necessary to develop specialized products 
for Gyeongnam region that are needed for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3.57±0.93 3.57±1.06 -0.01 .990

I think foreigners who visit for medical tourism have 
high access to Gyeongnam region.

3.22±0.99 3.30±0.96 -0.82 .415

In order to revitalize medical tourism in Gyeongnam, it 
is necessary to build a website for medical tourism in 

various languages.
3.77±0.82 3.77±0.93 -0.07 .947

Total 3.61±0.63 3.61±0.75 -0.03 .980

Medical Tourism Perception (Total) 3.44±0.45 3.45±0.48 -0.21 .832

*p<.05, **p<.01, ***p<.001
The figures are average ±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calculated by t-test

5. 보건·관광계열에 따른 의료관광산업의 지식 차이 분석

연구 상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의료관광 지식점수는 

Table 6과 같다. 의료관광 지식전체 점수는 보건계열이 

5.93점, 관광계열이 7.11점으로 관광계열이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p<.001). 세부영역인 관심도, 직간접 체험, 

실무지식 습득에서도 모두 관광계열이 유의하게 높았다.  

Variable
Department

t p
Health Tourism

Interest 1.96±0.98 2.59±1.01 -6.30 .001***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0.76±0.71 0.95±0.85 -2.42 .016*

Acquiring practical knowledge 1.88±1.16 2.12±1.24 -1.98 .049*

Development potential 1.33±0.95 1.44±0.93 -1.17 .242

Total 5.93±2.47 7.11±2.76 -4.45 .001***

Table 6. Analysis of knowledge differences in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p<.05, **p<.01, ***p<.001

The figures are average ±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calculated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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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건·관광계열에 따른 의료관광산업 태도 차이 분석

계열에 따른 의료관광태도 영역별 점수는 Table 5와 

같다. 관심도 영역에서는 관광계열이 2.91점으로 보건계

열 2.31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직·간접 체험영역에서는 

관광계열이 2.44점으로 보건계열 2.13점보다 높게 나타

났다. 실무. 지식습득 영역은 관광계열이 2.93점으로 보

건계열 2.31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발전가능성 영역에서

는 관광계열이 2.91점으로 보건계열 2.36점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의료관광 태도 전체 평균은 관광계열 2.79점, 보

건계열 2.28점으로 의료관광태도 각 영역과 전체 평균에

서 모두 관광계열전공 학생들이 보건계열 전공 학생보

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의료관광산업에 한 태도 

분석의 전체점수는 보건계열이 2.28점, 관광계열이 2.79

점으로 나타났다. 

Variable
Department

t p
Health Tourism

Interest 

Experience in visiting professional sites to collect medical 
tourism data

2.23±0.98 2.95±1.14 -6.69 .001***

Find and read medical tourism internet and articles 2.45±1.05 3.12±1.05 -6.33 .001***

Go directly to the medical tourism hospital to collect 
information

2.26±1.02 2.67±1.23 -3.61 .001***

Total 2.31±0.91 2.91±1.01 -6.20 .001***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Attend medical tourism seminars, fairs, etc. 2.11±0.98 2.49±1.17 -3.50 .001***

Experience the medical tourism program at the hospital 2.17±1.05 2.46±1.23 -2.52 .012*

Experience of medical tourism program conducted by 
agency

2.16±1.07 2.39±1.2 -2.06 .040*

Medical tourism blog 2.09±1.02 2.42±1.25 -2.77 .006**

Total 2.13±0.97 2.44±1.17 -2.83 .005**

Acquiring 
practical 

knowledge

Study experience for JCI 2.37±1.20 2.48±1.24 -0.84 .400

Find legal documents related to medical tourism 2.30±1.06 2.73±1.26 -3.66 .001***

Whether to study materials from leading medical tourism 
countries 

2.29±1.07 2.94±1.21 -5.70 .001***

Whether to study foreign language to become a medical 
tourism talent

2.38±1.06 3.54±1.03 -10.97 .001***

Total 2.34±0.94 2.93±0.97 -6.09 .001***

Development 
potential

Policy recommendations with regard to medical tourism 2.45±1.08 2.89±1.05 -4.12 .001***

Participation in idea competition or event for the 
development of medical tourism industry

2.45±1.05 3.11±1.00 -6.34 .001***

In order to develop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I have 
thought about developing specific products for medical 

tourism.
2.30±0.99 2.89±1.10 -5.59 .001***

I have tried to participate in the pam tour of the leading 
medical tourism country.

2.24±0.97 2.76±1.13 -4.84 .001***

Total 2.36±0.92 2.91±0.92 -5.95 .001***

Medical Tourism Attitude (Total) 2.28±0.86 2.79±0.93 -5.60 .001***

*p<.05, **p<.01, ***p<.001
The figures are average ± standard deviation.
p-value was calculated by t-test

Table 5. Attitude difference analysis on medical touris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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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경남 지역 내 4년제 보건, 관광계열 학생

을 상으로 의료관광산업에 한 인식, 태도, 지식수준

의 차이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신성장, 고부가가치산업

이면서 노동집약적인 의료관광산업에 하여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제시로 보건계열과 관광계열 학생들이 보

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의료관광 평소관심도는 관광계열 50.0 %, 

보건계열 20.1 %로 긍정적인 응답률을 나타냈고, 의료관

광 발전 가능성은 관광계열 86.7 %, 보건계열 57.5 %의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

격증 여부는 아직 재학 중인 학생들이라 보건계열 98.6 

%, 관광계열 97.8 %가 자격증 취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앞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자격증 취

득여부의 응답에서는 관광계열 54.9 %, 보건계열 25.2 %

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Lee(2016)의 연구에서는 보

건계열 학생들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시험

에 한 종합적 인식이 3.7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의료

관광산업 인식수준에 한 분석결과는 두 계열의 전체 

학생들이 5점 만점기준에서 보건계열 3.44점, 관광계열 

3.45점으로 보통 이상의 인식도를 보여주었고, 의료관광 

인식수준 부문에서는 관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Ahn(2014)의 연구에 의하면 의료관광 인식

수준에 한 영역별 점수에서 보건계열은 2.54점, 관광

계열은 2.87점으로 관광계열이 보건계열보다 높은 점수

를 나타냈고, 인식부문에서 평균 2점 의 낮은 점수 를 

보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평균 3점 의 점수를 보여주었

다.

의료관광산업에 한 태도에 한 분석결과는 보건계

열과 관광계열 학생들의 전체 점수는 전체평균점수 5점 

만점에 보건계열 2.28점, 관광계열 2.79점으로 의료관광

산업 중 관광부문에서 접할 기회가 많은 관광계열 학생

의 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인식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의료관광산업의 지식수준에 한 분석에서는 15

점 만점에서 전체점수는 보건계열 5.93점, 관광계열 7.11

점으로 관광계열 학생들이 높게 나왔다. 지식수준에서는 

관심도, 실무지식습득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Ahn(2014)의 연구에서 태도점수는 총점 15

점 만점에서 보건계열이 5.63점 관광계열이 4.11점으로 

보건계열이 관광계열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이는 

태도와 지식부문에서 보건계열이 관광계열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은 보건계열은 3년제 관광계열은 2년제 학

제 구성으로 인해 차이를 보인 점과 보건계열이 관광계

열보다 내신등급이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계열에서도 인

식이 높은 학생이 지식수준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식, 태도에서 보건계열보다 관광계열이 

인식과 태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므로 이에 따라 지

식의 수준에서도 관광계열이 보건계열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광계열 학생들이 의료관광을 접하는 

기회나 분위기가 적극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관광산업에 필요한 언어는 영어가 가장 높게 나

왔고, 그 다음으로 중국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계열 학생은 중국어의 필요성을 높게 나타냈다. 

Park(2012)의 연구에서는 국제의료관광산업에서 국제의

료관광코디네이터의 직무 중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한 분석결과 외국어 능력이 58.06 %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Kim(2012)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서 외국어 능력이 필수요건이라는 인식에서 4.3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Lee(2009)도 의료관광산업과 관련

하여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언어소통문제 및 

전문 인력의 준비에 있다고 하였다. 의료관광 현장접점

에서 환자들에게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관광전문

코디네이터, 의료관광마케팅전문가 그리고 시술 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담당하는 의료관광전문통역사의 

양성이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 안

으로 기본적인 통역능력 뿐 아니라 의학용어 및 질환에 

한 지식, 환자를 하는 요령, 관광 관련 지식을 고루 

갖추고, 진료와 관련한 기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통역

사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건과 관광의 두 계열은 분리된 전공계열이지만, 의

료관광산업에서는 이 둘의 연계가 필요하다. 보건과 관

광의 융합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의 편성과 학

습을 통한 학생들의 의료관광 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

터 자격증 취득여부도 학교에서 교과과정 편성 등 융합

된 프로그램운영으로 접목한다면 더 많은 전문 인력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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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관광산업  전문인력

의 기초가 되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취득을 

위한 교과목 개설과 학 내 보건, 관광계열 학과에서 

융합적 차원의 수업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경남도내 지역의 학생을 상

으로 조사한 점과 보건, 관광계열 학생들 중 보건계열은 

다양한 보건계열 학생이 아닌 보건행정과 간호학 전공 

학생에 한정되었다는 점, 의료관광산업과 관련된 보건과 

관광계열 학과의 커리큘럼과 교과목 개설 등의 내용을 

함께 비교 연구하지 못한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의 경제성장발전의 중요한 부분이 될 의료

관광산업에 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보

건, 관광계열 학생들의 의료관광산업에 한 인식, 태도, 

지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전문적 인재 육성을 위한 

학의 전공교과목 편성 등에 기초적인 자료의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17년 4월~2017년 9월까지 경남지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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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상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

하기 위한 보건계열과 관광계열 학생들의 의료관광산업

에 한 인식, 태도, 지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성장발전의 중요한 부분이 될 의료관광산업의 인적

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

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의료관광산업 인식수준에 한 분석결과 보건계열 

3.44점, 관광계열 3.45점으로 보통이상의 인식도를 

보여주었고, 의료관광인식수준 부문에서 관심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의료관광산업에 한 지식 점수는 보건계열 5.93점 

관광계열 7.11점으로 나타나 관광계열이 높게 나타

났으며, 지식수준에서는 관심도, 실무지식습득 영

역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태도에 한 각 영역별 분석결과 관심도, 직·간접체

험, 실무지식습득, 발전가능성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 여부는 보건계열 

98.6 %, 관광계열 97.8 %가 자격증 취득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의료관광 코디

네이터자격증 취득여부의 응답에서는 관광계열 

54.9 %, 보건계열 25.2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관광산업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면 의료관광산업 인식, 지식, 태도 수준뿐만 아니라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자격증 취득을 포함한 의료관광산

업의 인적자원 개발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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