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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세계 및 아시아 의료관광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보다 높은 수

준의 의료서비스도 받으면서 관광도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관광을 찾는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

는 맞춤형 서비스를 찾고 있는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의료서비스와 관광 정보를 제공받

고, 병원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통역 문제를 해결하고, 통역․관광가이드는 소비자와 병원에 맞춤형 정보를 제

공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매칭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병원, 의료관광을 찾는 사용자, 통역․관

광가이드를 매칭 하는 글로벌 클리닉 기반의 O2O(Offline to Online) 매칭 플랫폼을 제안한다.  소비자가 의료서비스

와 관광에 대한 경험치를 의료관광에 대한 소비자의 맞춤형 홍보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ABSTRACT

The global medical tourism industry including Asian market has been activating recently. That is as medical tourists 
are motivated to seek the higher quality of healthcare with lower costs, as well as of travel. The consumers in this field 
tend to need customized services of medical tourism. It is needed that the consumers get customized information on 
medical services and traveling, the clinics and hospitals resolve the issues of offering translation and luring medical 
tourists from overseas, and the guides, who offer tour and translation service, provide the consumers and the clinics 
with customized services so that they get the services needed for one another. This research studies the Offline to 
Online, called O2O, matching platform based on global clinics, which connects medical facilities, patients, and guides 
for traveling and language services. It presents the customized marketing plans by utilizing customers’ experiences 
from medical services and traveling they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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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의 숫자는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세계 의료관광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이 

의료 서비스와 휴양 및 관광을 결합한 의료허브를 목표

로 의료 관광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 또

한 우수한 의료 기술과 관광, 쇼핑 등의 복합 서비스를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 신 시장으로 총력을 기울이

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관광으로 한국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우수한 의료기술 수준(34.6%), 한국 의료기관/

의료진의 인지도(24.5%), 가격(14.3%), 관광․쇼핑․

의료 등 복합서비스(13.9%)등이 이유로 나타나고 있

다. 한국의 의료관광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는 

주위사람 의견(39.6%)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 사이트

(22.9%), 여행 업체(19.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응답자의 한국 의료관광 정보획득 경로

는 방문병원 홈페이지(28.7%)와 포털 사이트(20.8%)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최근 3년간 여행정보 입수경로를 보면 인터넷이 

71.5%로 가장 높았고, 2013년 대비 ‘관광안내서적’ 

(18.6%→18.0%), ‘여행사’(35.7%→31.3%)로 소폭 하

락한 반면, ‘인터넷’(61.8%→71.5%)은 약 10% 가량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여행 시 외국인 관광

객이 만족하는 부분은 여행 관광안내 보다는 치안(안정

성), 숙박, 쇼핑, 음식 순으로 평가 되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은 언어소통으로 조사 되었다. 외국인 

관광객에 맞는 맞춤형 여행 상품이 부족하고 체험 할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다[2].

의료관광객들은 의료관광을 위하여 입국 전에 지인

을 통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질환별 수가를 확인

하고 해당 질환이 어느 국가, 어느 도시에서 잘 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지만 가장 잘 하는 병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해당 질환을 잘 치료하는 병원을 찾기 위하여 여

러 병원을 검색하여 확인하고 상담을 하여야 하지만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많은 병원을 상담하여 찾기란 쉽

지 않다.

병원에서 의료 관광을 준비하려면 의료기술, 통역이 

가능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확보, 외국 의료관광

에 맞는 여행상품을 연계한 서비스를 모두 준비해야 하

지만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에서는 비용적

인 문제와 서비스를 모두 준비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

아 의료관광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아시아

에서 의료관광 서비스를 하고 있는 병원은 440개 정도

로 순환기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이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용과 서비

스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다[3]. 

외국인 의료 관광 성향도 이제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

스와 자기에게 맞는 관광을 즐기려는 성향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상급 종합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에서 

한 분야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와 외국인의 성향에 맞

는 맞춤형 관광 상품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

하여 병원과 외국인을 전담 할 수 있는 통역․관광가이

드를 매칭하고 관광가이드는 외국인에 맞는 맞춤형 관

광 상품을 소개하여 의료관광객, 병원, 통역․관광가이

드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O2O 매칭 플랫폼이 필요한 시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PaaS(Platform as 

a Service)를 이용하여 병원 관리자가 웹에 접속하여 간

단한 조작으로 의료관광에 필요한 홍보 자료를 생성하

고 병원, 사용자, 통역․관광가이드를 유기적으로 필요

에 따라 시스템 적으로 매칭 방법을 제안하고 빅데이터

를 활용한 효율적인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2.1. 의료관광 서비스 

의료관광객이 의사결정 하는 과정을 보면 사전준비 

사항, 입국 전과 입국 후에 처리해야 하는 사항, 출국 후

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1

은 의료관광 서비스 흐름을 나타낸다. 사전준비에서는 

질환별 수가를 비교 분석하여 확인하고 인터넷 및 지인

을 통하여 사용자가 치료 받고자 하는 질환에 대하여 

어느 곳(국가․도시․병원)에서 가장 잘 하는지 확인하

고 여러 병원의 홍보 자료를 확인을 한다. 입국 전에 상

담단계를 거치고 진료계획을 수립한다. 치료 받고자 하

는 병원에 예약을 거치고 관광을 하기 위한 통역․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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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전문 인력을 확인하여 예약한다. 입국 후에 통

역․관광가이드 전문 인력이 픽업서비스를 하고 병원

에서 사용자가 원활하게 진료를 진행 가능하게 도와주

고 치료가 완료되면 맞춤형 관광을 하고 출국 하게 된

다. 출국 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하여 네트워크로 해당 

병원을 연결 할 수 있는 통로의 기반을 마련한다[4]. 

Fig. 1 Medical Tourism service flow

2.2.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클라우스 서비스의 유형은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로 나눈다[5].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PaaS 

형태로 모바일 기기에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참조한다[6].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통합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정보데이터를 구축하는 제안과 시스

템을 계속 개발 되고 있다[7, 8]. 이렇게 취합된 의료 정

보는 필요에 따라서 허가된 정보만 Open API(Open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형태로 제공되고 전체 

관리자는 정부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취합

하여 Context Broker에 저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

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필요한 의료정보를 

Open API 형태로 사용 한다[9].  

2.3. 반응형 웹(Responsive Web) 

반응형 웹은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서 하나의 소스

로 다양한 스크린 환경에 따라 반응하여 디바이스(PC

웹, 모바일 웹 포함) 에 유동적으로 변환되는 웹페이지

를 의미한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유연한 레이

아웃에 대응하여 모바일, 태블릿, TV 등에 최적의 화면

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 한다[10].

2.4.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O2O(Online to Offline)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있

는 서비스를 온라인과 연결하여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

결하는 서비스이다[11]. 

Ⅲ. 의료관광 O2O 매칭 플랫폼 설계

3.1. 의료관광 O2O Machine 클러스터링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한 의료관광 O2O 매칭 플랫폼은 의

료관광을 찾는 사용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통역과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통역․관광가이드를 하

나의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맞춤

형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을 설계한다.  

그림 2는 의료관광 O2O 매칭 플랫폼의 업무 흐름을 

설계 한다. 

Fig. 2 Global O2O Matching Platform System

그림 3은 해당 여행지의 상권 내에 존재하는 비즈니

스 당사자(클리닉)를 여행정보 콘텐츠와 함께 노출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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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거래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서

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 콘텐츠의 활발한 유통으로 전

국 자치단체가 확보한 의료자원, 여행자원, 통역자원의 

활용성을 증대시킨다. PaaS기반으로 서비스를 목표로 

설계에 필요한 기반 Layer이다.

Fig. 3 O2O Platform Machine Layer

3.2. 의료관광 인터페이스 설계

국내외 여행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로써, 복합적인 여

행 정보의 취득 및 자신의 경험을 표준화된 콘텐츠(의

료자원, 여행자원, 통역자원)로 생성하여 유통이 활발

해 질 수 있도록 콘텐츠 검색, 보관이 가능하도록 설계 

한다.  

그림 4는 사용자 서비스와 연계 서비스, 범용컨테이

너가 연계되고 메시징 서비스를 하는 설계 한다. 

Fig. 4 User Interface

그림 5는 여행지의 클리닉이 사용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콘텐츠는 

클리닉 관리 DIY 서비스에 의해 저작되고, 운영된다. 

표준화된 콘텐츠(클리닉정보)의 유통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콘텐츠 생성 및 관리가 쉽고, SNS를 통한 확산

이 용이하도록 한다. 클리닉 담당자가 느끼는 다양한 

O2O(Online to Offline) 시나리오를 DIY 방식으로 설계 

한다. 

고객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관심도를 유지하

고, 방문 및 재방문이 가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커

뮤니케이션 가능해야 한다.

Fig. 5 Clinic Interface

그림 6은 사용자의 유치를 위해 통역가이드가 사용

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 가능하

게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고객에게 제공할 가이드정보, 관련 클리닉 정보, 상

품 관리, 자기소개영상 등을 저작하고 관리하는 기능

을 제공한다. 여행자 경험에 의해서 생성된 경험정보

(여행후기)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및 홍보 전략에 사

용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모니터링 정

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한 메시

징 서비스로 광고(홍보) 기능을 제공한다. 홍보 전략으

로 여행상품 관련 쿠폰을 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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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uide Translation Interface 

3.3. 사용자, 병원, 통역․관광가이드 매칭 설계

의료관광에서 사용자, 병원, 통역․관광가이드를 

경험치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으로 매칭 시스템을 설계

한다. 

그림 7은 사용자에게 클리닉과 통역․관광가이드의 

콘텐츠가 원활히 유통되고 매칭, 공유, 검색 등의 기능

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가 선택한 콘텐츠는 사

용자에 등록된 SNS를 통하여 자동으로 전파되도록 설

계 한다. 

범용 컨테이너는 여행자정보, 클리닉정보, 가이드

정보, 여행상품정보, 광고정보, 컨설팅정보, 경험정보, 

쿠폰정보, 정산정보와 같은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를 담아 운영 가능하게 한다.

Fig. 7 User, Clinic, Guide․Translation Matching Interface 

Ⅳ. 의료관광O2O 매칭 플랫폼 구현 

4.1. O2O Machine 클러스터 구현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구동되는 비즈니스 모듈이 동

적으로 확장 가능한 환경에서 구동되기 위해서는 다양

한 머신에서도 공유 가능한 세션 데이터 관리 체계를 

필요로 한다. 

그림 8은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보관하는 세션을 

저장 가능하게하고 세션의 특성상 엑세스가 빈번하므

로 높은 부하 환경에서도 서비스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메모리 기반의 캐시 시스템을 세션 저장소로 사용

한다. 또한, 특정 가상 인프라에 종속되지 않도록 오픈

소스 기반의 표준화 인터페이스인 Memcached API를 

지원하는 메모리 캐시 제품을 사용한다.

Fig. 8 O2O Machine cluster implement

4.2. 의료관광 인터페이스 구현

스프링은 Maven 기반의 모듈 관리 정책을 통해서 종

속성 관리를 지원하고, IoC(Inversion of Control) 기반

의 모듈 바인딩을 지원하여 유연한 모듈 재사용성 환경

을 이용하여 개발한다. 

그림 9는 의료관광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API 형태로 

사용 가능하게 구현하고 신규 모듈은 최대한 일반화된 

형태로 구성하여, 향 후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

용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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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User interface implement

브릿지 매칭으로 처리할 데이터는 다양한 정보가 복

합적으로 결합되는 비정형 데이터이다. 

그림 10와 같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

고, 사용성 측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성되는 정보의 

특성에 따른 저장소 선택이 필요하다. 비정형 및 정형 데

이터의 저장을 위해서 데이터 접근 객체를 추상화하고, 

스프링 기반의 데이터 모델로 패키징 하여 구현한다.

Fig. 10 Conglomeration Data implement

4.3. 병원, 사용자, 통역․관광가이드 매칭 구현

의료관광이라는 복합적인 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다

양한 정보들을 전 세계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표준

적인 방법으로 구현한다. 

그림 11은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병원, 통역․관광가

이드의 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

생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기 쉬운 형태로 콘텐츠를 가공

한다. 사용자가 그동안 이용한 콘텐츠를 이용하여 사용

자에게 맞는 병원을 쉽게 매칭하여 검색 가능하게 구현

한다. 병원에서는 통역․관광가이드가 필요한 경우 정

보를 확인하여 연결하고 차후에는 해당 병원에서 가장 

적합한 통역․관광가이드를 자동 매칭 하여 검색 가능

하게 구현하고 사용자의 경험치를 활용하여 병원에 가

장 적합한 사용자에게 타겟 홍보를 할 수 있게 구현한

다. 

Fig. 11 User, Clinic, Guide․Translation Matching implement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클리닉 기반의 O2O 매칭 플랫

폼을 연구하기 위해 의료관광 서비스를 분석하고 사용

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의 플랫

폼에서 병원, 통역․관광가이드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

신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사

용자, 병원, 통역․관광가이드의 업무로 구분하여 각각

의 인터페이스를 설계 하여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한다. 

이와 같이 의료관광 매칭 플랫폼은 사용자, 클리닉, 

통역․관광가이드를 통합할 수 있으며 O2O(Online to 

Offline) 방식으로 플랫폼에서 콘텐츠와 경험자원을 효

율적으로 통합하여 정보를 제공 하여 의료관광을 활성

화 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

고, 관광, 전문 인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개발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병원에서도 전문 통역 인력을 매칭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병원, 전문인력, 외국인 의료관광을 

매칭하고 SNS를 통한 효과적인 전달 방법과 사용자,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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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통역․관광가이드의 경험정보를 활용하여 각자에

게 맞춤형 타겟 홍보가 가능하다.

향후 연구로는 글로벌 클리닉 기반의 O2O 매칭 플랫

폼의 설계를 기반으로 실제 구현하는 모델이 필요하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병원, 전문 인력을 유기적으로 매칭하여 

연결하고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며, 차후

에는 IOT를 연계하여 비콘을 이용한 위치 기반의 서비

스로의 확대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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