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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seeks opinions and development plan in forceful measures of qualifying examinations

analyzing awareness of people in charge of medical tour about the qualifying examination system of

international medical tour coordinator. The result of research shows the relatively positive awareness

towards the qualifying examination and its system of international medical tour coordinator. Regarding

the examination subjects, score about the necessity of subject where medical professionalism is

considered marked high(4.01). About whether they would take the test or not, there was careful

difference in the awareness of examination system(0.019) and operation method(0.004.). For the

qualifying examination to be settled and thus to reinforce the professionalism, it is considered essential

to have improvement in the problems of treatment towards acquisitors of certificate and awareness of

field regarding the certificate, and review of supplementary subject aimed at the reinforcement of

medical professionalism in terms of examination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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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삶의 질

이 향상되고,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와 휴

양, 레저, 문화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의료관

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주목

을 받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 싱가

포르, 인도 등의 국가에서 의료관광을 국가적 사업

으로 육성하여 의료관광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1][2].

국내 의료관광 산업은 2009년 정부가 발표한 17

대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인정받으며 산업 평

균 성장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고서

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의료관광 산업은 연평균 

37.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의료서비

스를 받은 의료관광객은 2009년 6만여 명에서 

2012년 15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의료비 지

출액은 566억원에서 2,391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

하였다[3]. 또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에 따르

면, 해외환자 유치(관광 진흥법 상에서는 의료관광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료법은 외국인(해외)

환자 유치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료와 관

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우리 의료기술

은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심혈관 질환, 특정 

암 및 성형, 치과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가격 

경쟁력도 선진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3년에는 20만명의 해외환자 유치를 목표

로 하였고, 2017년에는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여 

국제의료를 집중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4][5].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중 의료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국제의료관광 전문인력이다[6].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인력 

외에도 입국부터 출국까지의 모든 업무를 원활하

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양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의료관

광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 혹은 전문교수진이 부족하

여 기존 양성 프로그램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문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2013년부터 국가기술자

격증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시험을 도입하였

다[7].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국제의료관광 전문

인력의 하나로 치료와 관광을 동시에 하기 위한 

해외의료관광객의 수속대행 및 예약대행, 해외의료

를 위한 병원원무, 의료상담, 진료지원, 관광 연계 

등 의료 및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의미

한다[8].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 능력 외에도 외국인

과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 능력과 전문적 의료관광 

통번역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제의료

관광코디네이터 시험 자격은 관련 학과 졸업자 혹

은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의사, 간호사, 보건교육사, 관광통역안내사, 컨벤션 

기획사 1 · 2급 등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대상

이며,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어학능력도 평가한

다. 필기시험 내용은 국제진료에 관한 보건의료,

관광, 마케팅, 의학기초 등의 지식과 의료관광 상

담, 진료서비스 지원관리, 리스크 관리, 관광서비스 

지원 관리 등의 업무수행 능력 등이다[9]. 2013년 

9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 필기 응시 662명, 합격 451

명으로 합격률은 68.1%였고, 실기 응시 388명, 합

격 49명으로 합격률은 12.6%에 그쳤다[10].

현재까지 의료관광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

하게 이루어졌으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관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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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소수이며[11][12][13][14][15], 의료관광 코디네

이터 자격시험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아서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3년 처음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

시험이 시행된 만큼 앞으로 의료관광코디네이터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유용한 척도로 이 시험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치등록 의료기관 의료

관광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

터 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인식 및 본 시험의 전문

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1) 의료관광 담당자들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

터 자격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2) 의료관광 담당자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 운영방법 및 시험과목 등 자격시험 제도

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3) 의료관광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격

시험에 대한 인식, 운영방법, 시험과목에 대한 인

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4) 의료관광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험제도의 인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의료관광 담당자들의 국제의료관광코

디네이터 자격시험에 대한 인식 및 자격시험 운영

방법, 자격시험 과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의

료관광 담당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에 대한 인식, 시험운영

방법, 시험과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1)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의 인식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관광 담당자들의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 운영방법
에 대한 인식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의 실시주기,

응시자격, 평가방식, 시험과목의 적절성, 합격기준,

시험시간 및 출제자 구성 등 자격시험 운영방법에 

대한 의료관광 담당자들의 인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Figure 1>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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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 과목에 
대한 인식

보건의료관광행정,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관리, 보

건의료관광 마케팅, 관광서비스 지원관리, 의학용

어 및 질환의 이해, 보건의료관광실무 등의 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의료관광 담당자들의 인식으로 정

의하고자 한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Bae[16]의 선행연구 도구

를 인용하여 작성하였다. Bae[16]는 우리나라 컨벤

션기획사 자격시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면

서, 설문문항을 우리나라 컨벤션기획사자격시험의 

인식, 우리나라 컨벤션기획사자격시험 운영방법,

컨벤션 기획사 자격시험과목 및 조사응답자의 인

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 설

문지의 내용을 수정하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의 인식에 관한 질문 9문항,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 운영방법에 관한 질문 8문항,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질문 6문항 그리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

시험과 관련한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관한 질문 

12문항 등으로 총 3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본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

의를 받은 후, 2014년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15일간 부산시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료기관 명부에 있는 의료기관 중 현재 외국인 환

자 진료를 수행하고 있는 94개의 의료기관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관광 담당자를 대상

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대

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200부였으며,

연구대상자가 분실하여 회수하지 못한 것과 불완

전하게 응답한 56부를 제외한 144부가 분석에 사

용되었다.

5. 통계적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조사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의 분포를 제시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고,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의 인

식, 운영방법, 과목에 대한 응답자의 일반적 인식

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리고 응시경험에 따른 자격시험의 인식, 운영방법,

시험과목의 차이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근무연수, 최종학력에 따른 자격시험의 인식, 운영

방법, 시험과목의 차이검증을 위해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한 빈도분석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

구대상자 총 144명 가운데 남자가 32.6%(47명), 여

자가 66.7%(96명)이고,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8.9%(56명), 30대가 45.1%(65명), 40대가 14.6%(21

명), 50대가 1.4%(2명)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에 있

어서는 고졸이하가 2.1%(3명), 전문대학 졸업이 

27.8%(40명), 대학 졸업이 54.2%(78명), 대학원 이

상이 15.3%(22명)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근무연수에 있어서는 2년 

미만이 26.4%(38명), 2년 이상-4년 미만이 31.9%(46

명), 4년 이상 -6년 미만 24.3%(35명), 6년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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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5명)였다. 월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8.9%(56명),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5.8%(66명),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9.7%(14

명), 400만원 이상이 5.6%(8명)으로 나타났다. 자격

시험 응시 여부에 대해 응시경험자가 11.8%(17명),

응시미경험자가 88.2%(127명)였고, 응시경험자 중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4.9%(7명)였다. 또한 응시

경험자 중 자격증 취득이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6%(8명)

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증 취득의 이점으로는 자기

만족과 취업과 이직이 각각 4.9%(7명)로 높은 비중

을 차지하였다. 응시미경험자 중 시험 응시계획에 

대한 응답에 응시 계획이 있는 사람이 25%(36명),

응시 계획이 없는 사람이 63.2%(91명)였고, 응시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21.5%(31

명), 응시할 기회를 놓쳐서 5.6%(8명),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해서가 37.5%(54명), 기타가 20.8%(30명)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 권유의사에 관한 질문에 권

유 의사가 있다가 50.7%(73명), 권유 의사가 없다

가 48.6%(70명)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의 신뢰도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고 자격시

험의 인식에 대한 신뢰도는 .878이고, 운영방법에 

대한 신뢰도는 .835이며, 시험과목의 필요성에 대

한 신뢰도는 .891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요인별 특성

요인별 특성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의 인식
에 관한 특성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의 인식에 관

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의료관광 코

디네이터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한다(3.72)’는 항

목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자격취득 예정자의 전

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3.65)’, ‘현직 종사자의 전

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3.63)’, ‘의료관광산업 발

전에 기여한다(3.59), ’취업예정자의 취업에 도움이 

된다(3.48)‘, ’재인증 취득이 필요하다(3.17), ‘업계에

서 필요하다(3.15)’, ‘시험의 전반적인 만족도(3.15)’,

‘업계의 대우 적절성(3.03)’ 순으로, 모든 항목에 대

해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 운영방
법에 관한 특성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 운영방법에 

관한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평가방식의 

적절성(3.49)’, ‘출제자 구성의 적절성(3.49)‘이 가장 

높았고, ’시험시간의 적절성(3.44)‘, ’합격기준의 적

절성(3.37)‘, ’응시자격 구분의 적절성(3.32)‘, ’시험

과목의 적절성(3.26)‘, 전문지식과 업무능력 평가에 

대한 적절성(3.26)’, 실시주기의 적절성(3.01)‘순이었

다. 모든 항목에 대해 평균값이 3점 이상으로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 운영방법에 대해 

비교적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3)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특성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 과목에 관한 

연구대상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의료용어 및 질환의 

이해(4.01)’가 가장 평균이 높았고, ‘보건의료관광실

무(3.92)’, ‘보건의료서비스 지원관리(3.74)’, ‘보건의료

관광행정(3.72)‘, ’보건의료관광 마케팅(3.70)‘, ’관광서

비스 지원관리(3.63)‘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자격시험 

과목에 대한 응답 평균이 3점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 과목에 대해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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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y General Analysis of Frequency

Variables N %
Taking qualifying examination Yes 17 11.8

No 127 88.2
Acquisition of certificate

Yes 7 4.9
No 10 6.9
missing 127 88.2

improvement in job performance of medical 
tour coordinator

not helpful at all 3 2.1
not helpful 2 1.4
so-so 4 2.8
helpful 8 5.6
very helpful 0 0
missing 127 88.2

advantages of 
certificate acquisition

self-competent 7 4.9
promotion and acquisition of benefit 0 0
getting employed and transfer 7 4.9
no advantages 3 2.1
etc 0 0
missing 127 88.2

plan of taking qualifying examination
Yes 36 25
No 91 63.2
missing 17 11.8

reasons for not having plan of taking 
qualifying examination

no time 31 21.5
missing the chance to take 8 5.6
no need 54 37.5
etc 30 20.8
missing 21 14.6

recommendation of certificate acquisition
Yes 73 50.7
No 70 48.6
missing 1 0.7

Gender
male 47 32.6
female 96 66.7
missing 1 0.7

Age
21 ~ 30 56 38.9
31 ~ 40 65 45.1
41 ~ 50 21 14.6
51 ~ 60 2 1.4

Last school
less high school 3 2.1
college graduate 40 27.8
university graduate 78 54.2
graduate school 22 15.3
missing 1 0.7

working year
less than 2 years 38 26.4
more than 2 years-less than 4 years 46 31.9
more than 4 years-less than 6 years 35 24.3
more than 6 years 25 17.4

income
more than 100 ~ less than 200 56 38.9
more than 200 ~ less than 300 66 45.8
more than 300 ~ less than 400 14 9.7
more than 400 8 5.6

Total 14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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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iability Analysis by Factors

Variables
if the item is 

deleted,
Cronbach 

Cronbach'

awareness of 
qualifying 
examination

progress in medical tour industry 0.860

0.878

improved awareness towards medical tour coordinator 0.861
improved professionalism of practician in office 0.855
improved professionalism of predestinator of certificate acquisition 0.855
help in getting employed for prospective employees 0.863
need in the field 0.855
treatment of the field necessity of reaccredited acquisition 0.878
necessity of reaccredited acquisition 0.901
overall satisfaction in examination 0.854

Operation 
method of 
qualifying 
examination

propriety of implementation period 0.847

0.835

propriety of assorting taking qualification 0.831
propriety of evaluation method 0.808
propriety of examination subject 0.790
propriety regarding professional knowledge and job performance 0.802
propriety of pass criterion 0.823
propriety of examination period 0.819
propriety of examiner composition 0.799

need of 
e x ami na t i on 
subject

health medical travel administration 0.879

0.891
support management of health medical service 0.869
marketing of health medical travel 0.869
support management of travel service 0.865
understanding of medical terms and diseases 0.883
working in health medical travel 0.865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by Factors

Variables N M SD

awareness of 
qualifying 
examination

progress in medical tour industry 144 3.59 0.77
improved awareness towards medical tour coordinator 144 3.72 0.74
improved professionalism of practician in office 144 3.63 0.82
improved professionalism of predestinator of certificate acquisition 144 3.65 0.79
help in getting employed for prospective employees 144 3.48 0.83
need in the field 144 3.15 0.85
treatment of the field necessity of reaccredited acquisition 144 3.03 0.84
necessity of reaccredited acquisition 144 3.17 0.98
overall satisfaction in examination 143 3.15 0.74

Operation method 
of qualifying 
examination

propriety of implementation period 144 3.01 0.95
propriety of assorting taking qualification 144 3.32 0.89
propriety of evaluation method 144 3.49 0.79
propriety of examination subject 144 3.26 0.85
propriety regarding professional knowledge and job performance 144 3.26 0.81
propriety of pass criterion 144 3.37 0.78
propriety of examination period 144 3.44 0.77
propriety of examiner composition 144 3.49 0.80

need of 
examination 
subject

health medical travel administration 144 3.72 0.76
support management of health medical service 144 3.74 0.80
marketing of health medical travel 144 3.70 0.82
support management of travel service 144 3.63 0.82
understanding of medical terms and diseases 143 4.01 0.87
working in health medical travel 144 3.92 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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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여부에 따른 차이검증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 응시 여부에 

따른 차이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격시험 응시 

여부에 따른 자격시험의 인식, 운영방법 및 시험과

목의 필요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격시험의 인식

과 운영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자격시험의 인식에 

대해 응시경험이 있는 사람의 평균(3.09)보다 응시

경험이 없는 사람의 평균(3.44)이 더 높아, 응시경

험이 없는 사람의 자격시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

으로 더 좋았다. 또, 운영방법에 대해 응시경험이 

있는 사람의 평균(3.00)보다 응시경험이 없는 사람

의 평균(3.38)이 더 높아, 응시경험이 없는 사람이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5. 근무연수에 따른 차이검증

근무연수에 따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

시험의 인식, 운영방법, 시험과목의 필요성의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였

고,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근무연수에 따른 차이검증에서는 자격시험의 인

식, 자격시험의 운영방법 및 시험과목의 필요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최종학력에 대해서도 차이검

증을 하였으나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다.

<Table 4> According to take qualifying examination t-test

Variables M SD p-value
awareness of qualifying examination yes 3.08 0.85 0.019*no 3.43 0.53
Operation method of qualifying examination yes 2.96 0.76 0.004**no 3.37 0.52
need of examination subject yes 3.57 0.93 0.162no 3.81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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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According to the Number of Years Worked One-Way Anova

Variables year N M SD F p-value
awareness of qualifying 
examination

less than 2 38 3.488 0.518
1.260 0.3142-4 46 3.361 0.572

4-6 35 3.467 0.627
more than 6 25 3.231 0.649

Operation method of 
qualifying examination

less than 2 38 3.434 0.434
1.680 0.5782-4 46 3.299 0.475

4-6 35 3.318 0.655
more than 6 25 3.245 0.756

need of examination 
subject

less than 2 38 3.851 0.521
0.862 0.7732-4 46 3.710 0.646

4-6 35 3.824 0.745
more than 6 25 3.773 0.715

* p<.05,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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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의료관광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에 대한 인식과 자격

시험 운영방법 및 시험과목 등 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 응시여부, 근무연수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격시험의 인식, 운영방법,

시험과목 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본 시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에 대한 인식

과 자격시험 운영방법 및 시험과목 등 자격시험 

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인식

도에서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

다. 요인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자격시험의 인식 

문항 중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식 향

상’ 및 ‘현직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자격취득예정

자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항목의 평균이 다른 항

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때, 의료관광 

담당자들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

나 자격시험의 인식 중 ‘업계의 대우’에 대한 평균

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볼 때, 업계에서

는 의료관광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Bae[16]의 연구에서

도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취득자에 대한 업계의 대

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항목이 가장 낮게 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업계의 대우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 자격시험 도입 초기에 나타나

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격시험 운영방법에 

대한 문항에 관해서는 의료관광 담당자들이 대부

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시주기의 적절성’ 문항이 다른 문항에 

비해 평균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볼 때,

실시주기에 대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험과목의 필요성 항목 중 ‘의학용어 및 질

환의 이해’ 과목에 대한 평균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의료관광 담

당자들은 의료관광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과목

보다 의료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판

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의료관광 담당자들

을 만나서 상담을 한 결과도 의학 용어 및 질환의 

이해와 같은 의료적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

이 의학용어이다. 외국인 환자 진료시 통역을 할 

경우, 의학용어의 잘못된 사용으로 의료과오로 연

결될 수 있음을 Jin[5]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

며, 현재 시험과목은 대부분이 의료관광 행정 전반

에 관한 내용이라서 의료적 지식을 평가할 수 있

는 과목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응시경험에 따른 자격시험의 인식과 운영방법 

및 시험과목의 필요성 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자격시험의 인식과 운영방법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시험의 인

식에 대해 응시 경험이 있는 사람(3.09)보다 응시 

경험이 없는 사람(3.44)의 인식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응시 경험이 있는 

사람(2.96)보다 응시 경험이 없는 사람(3.38)의 인식

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응시 경험이 있는 사람

보다 응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국제의료관광 코디

네이터 자격시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격시험의 인식과 운영방법에 있

어서 응시 경험이 없는 사람의 인식이 더 높게 나

타난 이유는 응시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응

시한 경험이 있고, 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Bae[16]

의 연구 내용에서 컨벤션기획사들은 대학졸업 이

상의 고학력자인 전문가들이 많은데 급여가 낮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기획사 자격증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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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업계와 종사자들은 자격시험 자체에 대해 무관심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국제의료관광코

디네이터 자격시험에 대한 인식에서도 비슷한 결

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에 따른 자격시험의 인식과 운영방법 

및 시험과목의 필요성 차이 검증을 위해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근무연수에 

따른 자격시험의 인식과 운영방법 및 시험과의 필

요성 모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대상이 부산지역의 외

국인 환자유치등록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가 시

행되었기 때문에 의료관광 담당자들 중 응시경험

자의 수가 아주 적었다. 또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

이터 자격시험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어서 자

료가 제한적이고, 일부 해석에 있어서 고찰의 자료

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제도 시행 

추이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결론적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시험에 

대한 의료관광 담당자들의 인식은 첫째, 전체적으

로 의료관광 담당자들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

째, 이 시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인

식 및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대우(인센티브, 진급 

등) 문제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있어서는 

현재의 의료관광 관련 행정 과목 중심이나 의료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과목의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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