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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뿐만이 아닌 노동, 산
업, 교육 및 사회 현상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
고 있다[1]. 더불어 ‘물리-디지털‘,’생명-디지털‘ 등
과 같은 서로 다른 영역간의 기술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이 현대 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
르면서 기술 융합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2]. 또한 인간의 수명이 80세가 아닌 
100세까지 늘어나게 됨에 따라 헬스케어의 관심
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의료기술과 관광산업을 
융합한 의료관광은 세계 각국의 신경제성장 동력

으로 시장규모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객을 2020

년에 약 100만 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 의료관광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의료비 격
차, 접근 용이성, 의료 수준차이 등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으나[4] 이러한 연구들을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위한 연구들
은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의료관광 
시스템과 함께 효율적으로 사용자와 의료 대상 
병원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시스템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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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 수명은 80세가 아닌 100세까지 늘어나며, 곧 100세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이 현대 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
면서 의료기술의 중요성과 함께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의료기술과 관광의 융합
인 의료관광이 발전하면서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의료관광산업을 핵심전
략산업 중 하나로 분류하고 적극 육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맞는 경영전략으로 사용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콘텐츠, 마케팅 등이 개발되고 제공되고 있으나, 관리 시스템의 경우 기존의 것
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마케팅, 콘텐츠 등의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과 함
께 그에 맞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average lifespan of humans is expected to rise to 100 years, not 80 years, as a result of the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and soon the age of 100 era is expected to op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is 

the core of the convergence, is emerging as a major issue in the modern society. Therefore, the importance of 

services along with medical technologies is increasing. Accordingly, medical tourism, a combination of medical 

technology and tourism, is emerging as a promising industry,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classify the 

medical tourism industry as one of the core strategic industries and nurture it actively. In accordance with this, 

contents and marketing that can impress a user with a management strategy are developed and provided, but 

the management system maintains the existing ones, which is a limit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n 

efficient medical tourism management system along with a user-oriented system such as marketing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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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 연구

2.1 Management control system : MCS

MCS는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전략과 비전을 
토대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며, 더 나아가 조직의 최종 목표인 재무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어떠한 요인이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다[5].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급변하는 환
경 하에서도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 MCS를 활
용하고 있다. MCS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 통제, 평가, 보상 등을 통하여 구성
원들을 동기부여 시키는 역할을 한다[6].

2.2 경영학적 전략
전략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현대 사

회에 들어오면서 경영에 적용되었다[7]. 이러한 
경영전략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전략 유형 중 많은 연구에 인용된 
Miles와 Snow의 전략 중 공격형 전략은 경영환
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는 전략이다. 방어형 
전략은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전략이다. 분석형 
전략은 공격형 전략과 비슷하나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아닌 빠른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진 전략이다. 또한 Porter의 전략 
중 차별화 전략은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차별성
을 두어 경쟁하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원가우위
전략, 집중화전략 등 많은 경영전략유형들이 있
다. 이러한 전략들 중 의료관광 관리시스템은 분
석형 전략과 차별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
한다. 

Ⅲ. 시스템 설계

 의료관광 시스템은 스마트 폰을 기준으로 사
용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관리자가 효율
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버 시스템으로 구분
된다. [그림1]과 같이 기존의 의료관광과 같게 사
용자가 직접 의료혜택을 받을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차별화 전략으로 상담 신청을 통한 의료
관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컨설팅
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관리자가 해당지역의 가이
드를 배정하여 번역, 교통편 등 불편을 최소화 시
켜준다. 또한 로그인을 통하여 상담 기록 등을 
Database에 저장하여 재상담시 더욱 효율적인 정
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자 서버 시스템은 php와 html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로 제작한다. Database의 경우 MYSQL

을 활용하여 설계하며, [그림2]와 같이 금주 매출, 

한달 매출, 인기항목, 인기지역, 인기 병원 등 데
이터를 세분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영전략의 수

정이 빠르고 효율적이게 가능하도록 한다. 어플리
케이션에 보낼 Database의 경우 JSON을 통하여 
전송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여질 이미지의 
경우 Database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이미지의 
URL을 안드로이드에서 불러오는 방식의 구조를 
설계한다. 

  

그림 1.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화면 

그림 2. 관리자 통계 page 

가이드 배정의 경우 관리자가 상담 후에 가이
드를 배정할 때 해당 지역의 모든 가이드들의 스
케쥴을 확인해야하는 문제점과 배정이 완료된 후 
가이드의 개인 변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취소 될 
경우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하여 재
배정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따라서 가
이드 배정은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
이 아닌 가이드가 선택을 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Ⅳ. 결  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융합은 필수적 존재
이며 사용자에게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의료분야에 있어서 IT와의 융합은 각 나라 
및 지역에 존재하는 의료기술이 아닌 더욱 전문
적인 나라 및 지역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의료혜
택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관광을 즐길 수 있
다는 점에서 더욱 차별화된 콘텐츠, 마케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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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맞는 관리시스템을 통
하여 분석 및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움에 따라 적
극적인 국가차원의 홍보를 기대할 수 있다[8]. 

추후 연구에서는 시스템 설계 시에 4차 산업혁
명의 성공적인 서비스 및 시스템 사례를 분석하
고 그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독자적인 
시스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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