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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d collected 204 dental hygiene students in Busan and Kyungnam, in order 
to investigate knowledge of medical tourism and activation plans of dental hygien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3 through April 17, 2013, by using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t-test, using the 
SPSS software version 20.0 program.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ean of hygiene student’s medical tourism level in Korea was 3.35 and The degree of 

activation of medical tourism in Korea was 3.17 out of 5.
2. In terms of the mean of medical tourism competitiveness plan,  advancement of medical(4.37) 

is the highest, followed by medical system(4.15), medical tourist promotion(4.08), cost of 
treatment(3.84), and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3.59).

This study will become a basic data for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medical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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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에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사회경제

으로 극 화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망하고 있

는 의료 산업은[1], 첨단 의료시설과 기술을 기

반으로 환자가 치료를 해 자국의 의료시스템 

신에 국경을 넘어 해외에 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모든 행 인 동시에[2], 치료와 함께 휴양, , 문

화 활동을 과 연계하는 성장 동력 산업으로[3], 

질병의 방  치료 혹은 육체 , 정신  아름다움 

추구를 목 으로 하는 특수이익집단이 선택하는 

의 유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4]. 

의료 객의 증가에 따라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과 로그램을 개발해 의료 객들을 유치하

고 있다. 열  해변 휴양지, 북부 산악 휴양지, 불교 

문화유산 등의 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는 데다 

항공 교통의 심지라는 치를 최 한 활용하고 

있는 태국 정부는 최근 과 의료를 목한 새로

운 개념의 서비스 정책을 실행 이며, 아침에 건강

검진을 받고 오후에 시내 을 마치고 돌아오면 

검진 결과를 볼 수 있는 패키지 로그램이 표

이다[5]. 한 싱가포르는 호텔 같은 래 스(Raffles) 

종합병원과  상품을 결합시킨 의료 이 유명

한데 싱가포르 청에 따르면 건강 리를 하나의 

부서로 신설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에 

해 폭 인 지원을 강화하며 싱가포르의 의료시

스템과 각 여행사를 연계한 건강 여행 패키지 등의 

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다[6]. 이에 비해 국내의 의

료 은 온천 , 발마사지, 안마 로그램과 한

방 헬스 투어상품 등에 불과하며, 상품내용도 주기

능이라 할 수 있는 치료기능이 제 로 되어 있지 

못하다. 한, 해외 의료  경쟁국의 경우처럼 유

명병원  호텔을 연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 라가 부족하며, 의료  상품 개발 문

가도 부족한 상황이다[7]. 일 감치 의료  사업

을 시작한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에 비해 우리나

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 수는 미미한 수 으로, 이는 

의료 이 고부가 가치를 내는 사업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의

료 이 리 목 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  유치

하는 부정  행 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상

으로도 이를 규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8]. 실제

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의료기 의 

외국인 환자 유치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 정보의 부

족 26.6%, 환자 유치  의료 고에 한 규제 

20.8%, 의료  문 인력의 부재 15.6%, 의료 특

구 지정 홍보 등 정부 지원 부족 14.5%등이 조사되

었다[9].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 의료기술

을 보유하고 있으나, 의료 에 한 인식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의료  상품개발, 투자유치, 마  

활동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4], 한 의

료비자 문제, 의료  운 시스템의 부족, 의료사

고  의료분쟁에 한 응책 미흡들이 국내 의료

의 한계이다. 그러나 미흡한 국내 여건에도 불

구하고 국내의료 에 한 망은 높은 실정이다

[10].

의료기 을 상으로 한 김[11]의 연구에서 치과 

44.4%, 일반과 36%, 한방 19.6%의 순으로 해외 환

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치과와 성형

외과가 국내 의료  분야  해외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국가별 진료비의 차이가 크고 미

용과 연 이 되어있기 때문이다[12]. 치과 의료  

산업과 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LA지역 소비자 207

명을 상으로 한 조사에서[13], 가장 심이 많은 

분야는 건강검진이 63.9%, 성형 13.9%, 한방 12.7%, 

치과 임 란트 7%순으로 조사되었다. 한 가장 잠

재력이 높은 분야 역시 응답자 30.6%가 건강검진을 

꼽았고 다음으로는 치과 임 란트 20%, 성형 

18.8%, 한방 11.8% 순으로 나타나 치과분야 의료

의 성공가능성과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 동안 의료기  종사자를 상으로 의료 의 

인식도나 활성화 방안에 한 연구[14-16]는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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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으나, 치과 련 종사자를 상으로 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의 치과

계 문 인력이 될 치 생학과 재학생들의 의료

에 한 인식  의료  활성화를 해 필요한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의료 에 한 치과 

문 인력의 인식개선과 의료  활성화를 한 

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기간

본 연구는 치 생학과 학생들의 의료 에 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을 한 연구로 부산, 경남 소재 

체 4년제 치 생학과 4개 학의 학과 리자에게 

연구에 해 설명한 후 조사를 승낙한 3학년, 4학년

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응

답자들이 직  응답하는 자가 기입 식 방법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선다형 문항을 통해 답하도록 하

다. 본 조사는 2013년 4월 3일부터 2013년 4월 17일 

2주 동안 실시되었다. 배포된 총 설문지는 220부

으며, 통계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유효 응답지는 

204부로 평균 유효응답자의 회수율은 92.7%이다. 

2. 연구도구

치 생학과 학생들의 의료  인지도  활성화 

방안을 측정하기 한 설문지는 박[1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설문의 

내용은 기  항목 3문항, 의료  인지도 10문항, 

의료  활성화 9문항, 의료  경쟁력 방안 20문

항으로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  경쟁력 방안에 한 설문은 의료시스템 

요인 4문항, 홍보  마  요인 3문항, 자원

개발 요인 5문항, 비용 요인 3문항, 의료의 질 요인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요도의 정도

에 따라 “  요하지 않다”를 1 으로 “매우 

요하다”를 5 으로 표시하여 처리하 고, 부정 인 

의미를 내포하는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 다. 신뢰

성을 측정하기 하여 Cronbach's Alpha Test를 실

시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은 0.89로 나타났다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sio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기법으로

는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의료  인식도 

 활성화 방안을 악하기 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으며, 의료  경쟁력 방안에 해 평균과 

표 편차의 기술통계량을 구하 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살펴보았으며, 학년, 학업성 , 경

제수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Table 1>.

학업성 은 상 권이 10.3%, 상 권이 38.2%, 

권이 39.2%, 하 권이 9.3%, 하 권이 2.9%로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수 은 보통이다가 67.6%, 여

유가 있다가 13.2%, 부족한 편이다가 14.7%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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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Grade 3 101 49.5

4 103 50.5

Academic performance
High level  21 10.3
Mid-upper level  78 38.2
Middle level  80 39.2
Low and medium level  19  9.3
Low level   6  2.9

Economic status
High level   2 1.0
Mid-upper level  27 13.2
Middle level 138 67.6
Low and medium level  30 14.7
Low level   7  3.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2. 의료  인지도

의료  인지도 조사에서 의료 에 해 ‘알

고 있다’ 78.9%, ‘모른다.’ 21.1%로 조사되었다. 인지 

경로는 TV 24.5%, 지인 17.6%, 인터넷 16.7%, 신문 

5.4%, 고 4.4%의 순으로 응답해 TV를 통한 인지

경로가 가장 높았다.

의료 의 개념에 해서는 병의 치료를 한 

 57.8%, 체의학의 경험을 한  15.2%, 

휴가나 휴식을 한  10.8%, 건강 진단을 한 

 8.8%, 스 나 온천의 웰 빙  6.9%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상자들의 의료  심분야에 해서는 

성형수술 27.9%, 다이어트 17.2%, 휴식 17.2%, 치아 

15.7% 체질개선 7.4%, 건강진단 5.9%로 조사되었다. 

외국인이 선호할 의료기 으로는 성형외과 88.2%, 

치과 5.9%, 내과 2.5%, 피부과 2.0%로 조사되었으

며, 그 게 생각한 이유에 해서는 국내 의료기술

의 우수성 48.0%, 수요와 공 이 많음 37.7%, 렴

한 비용 6.4%, 의료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있

음 5.9%로 국내 의료기술의 우수성과 수요와 공

이 많음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Table 2>.

3. 우리나라 의료  황 인식

우리나라의 의료  황 조사에서 조사자들은 

의료 에 한 목  인지도가 2.97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의료 을 경험할 의향은 2.88로 조사되었

다. 한, 우리나라의 의료  수 은 3.35로 조사

되었고, 우리나라의 의료  활성화 정도는 3.17로 

나타났다<Table 3>.

4. 의료  활성화 요인

우리나라 의료 의 활성화 요인에 한 조사에

서는 <Table 4>와 같이 우리나라 의료 의 강

은 우수한 의료기술력 60.8%, 외국 비 비용 

10.3%, 세계수 의 의료센터 9.8%, 정부의 극 인 

자세 6.9%, 개발 기  등의 재정자원 4.9%, 재

외 교민들을 향한 홍보 마  3.9%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우리나라 의료 의 활성화에 있어 약 은 

정부의 인식부족, 투자유치의 어려움이 23.5%, 의료

 기획  운  문가 부족이 22.5%, 국민 의

식과 서비스 인식의 부족이 21.6%, 경쟁국과 비교한 

낮은 지명도가 17.6%, 의료 에 한 업체의 

낮은 인식 8.3%, 미흡한 의료  상품 5.9%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의료  코디네이터에 해서는 59.3%가 배치되

어야 한다, 40.7%가 배치되지 않아도 된다고 조사되

었다. 우리나라의 효과 인 의료  상품으로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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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 SD
Purposes of medical tourism 2.97 0.94
Interest in medical tourism experience 2.88 0.82
Medical Tourism Level in Korea 3.35 0.82
Degree of activation of medical tourism in Korea 3.17 0.78

Variables N %
Recognition of medical
tourism

Yes 161 78.9
No  43 21.1

Process of recognition

TV  50 24.5
Newspaper  11  5.4
Friendly people  36 17.6
Advertisement   9  4.4
Internet  34 16.7
School  18  8.8
etc.   3  1.5

Concept of medical
tourism 

Treatment of disease 118 57.8
Spas or Hot Springs  14  6.9
Holiday or rest  22 10.8
Experience of Alternative Medicine  31 15.2
Buy drugs   1  0.5
Medical examination  18  8.8

Treatment of interest

Plastic Surgery  57 27.9
Improvement of physical constitution  15  7.4
Teeth  32 15.7
Vacation and relaxation  35 17.2
LASIK  15  7.4
Diet  35 17.2
Internal organ transplant   3  1.5
Medical examination  12  5.9

Desired medical
institutions

Dermatology   4  2.0
Plastic Surgery 180 88.2
Internal medicine   5  2.5
Dental service  12  5.9
Surgery   3  1.5

Select the reason for the medical 
institutions

Excellence in medical technology  98 48.0
Sufficient demand and supply  77 37.7
Low Cost  13  6.4
Medical Tourism Network  12  5.9
etc.   4  2.0

용의료  60.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휴양의

료  19.1%, 질병의료  12.3%, 통의료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recognition of medical tourism

<Table 3> The status of medical touris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Vol.1 No.1 October 2013

- 68 -

Variables N %

Advantage of medical tourism in 
Korea

Superior medical technology 124 60.8
Government support  14  6.9
Financial support  10  4.9
World-class medical center  20  9.8
Low Cost  21 10.3
PR and marketing   8  3.9
etc.   7  3.5

Weakness of medical tourism in 
Korea

Popularity  36 17.6
Planning professionals  46 22.5
Government support  48 23.5
Medical tourism products  12  5.9
Awareness of tourism businesses  17  8.3
Public awareness  44 21.6
etc.   1  0.5

deployment of Medical tourism 
coordinator

Positive 121 59.3
Negative  83 40.7

Effective medical tourism

Treatment of disease  25 12.3
Traditional treatment  14  6.9
Beauty treatment 124 60.8
Recreation Therapy  39 19.1
etc.   2  1.0

<Table 4> Enabling factors for medical tourism

5. 의료  경쟁력 요인

의료  경쟁력 요인에 한 조사에서는 <Table 

5>와 같이 국내 의료 의 경쟁력 확보를 해서

는 의료의 질 요인이 4.37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시

스템 요인 4.15, 의료 지 홍보 요인 4.08, 비용 

요인 3.84, 자원 개발 요인 3.59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경쟁력 강화를 한 요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진의 친 성과 진료상의 의사소통이 4.52로 가

장 요하다고 응답하 고, 의료서비스의 질 4.50, 

의료사고분쟁 응책 4.25, 의료시설의 화 4.23, 

사 /사후 리시스템 4.09, 의료기 의 명성  평

 4.08, 의료 지로서의 인지도 4.08, 목 지의 

안정성 4.07, 기존 의료서비스와의 차별성 4.03의 순

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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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 SD

Medical System

Difference existing health services 4.03 0.76
Kindness of the medical staff 4.52 0.65
Communication on health care 4.52 0.64
Systematic service 3.75 0.76
Management System 4.09 0.75
Information Systems 3.92 0.72
Corresponding medical disputes 4.25 0.77
Total 4.15 0.50

Medical tourist promotion
Recognized as a medical tourist destination 4.08 0.79
Recognized as a medical center 4.08 0.79
Stability 4.07 0.83
Total 4.08 0.68

Development of tourism resources

The link with nearby resources 3.73 0.86
Variety of tour programs 3.78 0.84
Landscapes and climate 3.26 0.86
food 3.39 0.90
Shopping and Accommodation 3.80 0.84
Total 3.59 0.62

Cost of treatment
Easy access 3.91 0.81
Travel and medical expenses 3.90 0.80
Insurance coverage 3.72 0.89
Total 3.84 0.64

Advancement of Medical
Quality of Medical Services 4.50 0.61
Modernization of health facilities 4.23 0.60
Total 4.37 0.54

<Table 5> Medical Tourism Competitiveness Plan

Ⅳ. 고찰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기술과 체계화된 의료서비

스를 바탕으로 의료  련 산업이 지속 으로 

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련 산업의 규모는 더 

확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수요측

정, 문화된 서비스인력 양성, 의료서비스 규격화 

등이 체계 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1].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의 치 생학과 재학생을 

상으로 의료 에 한 학생들의 인지도  의

료  활성화를 한 사항들과 의료 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 다. 치 생학과 학생들은 의

료 에 해 ‘알고 있다’ 78.9%, ‘모른다.’ 21.1%로 

나타나, 기존 부산지역 의료기  종사자의 의료  

인지도를 조사한 박[14]의 연구 결과인 ‘들어본 

이 있다’ 68.8%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인

의 여가활동의 증가와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

에 한 사회  심 증가와, 의료기  종사자

들에 비해 학생들이 TV나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매

체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의료 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한 질문에

는 ‘병의 치료를 한 ’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박[14]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왔으며 

한, 학생들은 ‘휴식  휴가를 한 ’ 10.8%, 

‘스 나 온천의 웰빙 ’ 6.9%로 조사되어 의료

이 치료에 집 할 뿐만 아니라 의 개념을 지

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상자의 의료  심분야는 성형수술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박[14]의 ‘체질개선’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와 상이하 는데 이는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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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자가 여 생들로 이들의 주 심이 미용이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최근 한류열풍을 타고 동남

아 지역에서 한국으로 일반  혹은 성형수술이

나 스킨 어를 받으러 오는 외국인 객이 늘어

나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의료계의 장

을 집  홍보하고 정부차원의 국제  마 을 

유도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 생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해외 객을 많

이 유치하는 의료기 으로는 성형외과가 88.5%로 

가장 높았으며, 이유로는 우수한 국내 의료기술 때

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많은 수

요와 공 , 렴한 비용, 잘 형성된 의료  네트

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 객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나라  하나인 인도를 상으로 한 

주[6]의 연구  의료 에 있어 가장 큰 장 인 

‘ 렴한 의료비용’과는 사뭇 다른 결과로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성형외과와 치과의 우수한 의료기술에 

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 에 한 목  인지도는 2.97로 조사되어 

의료  인지도 79.8%에 비해 의료 의 정확한 

목 을 재 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치 생학과 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이에 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의료  경험 

의향에 해서도 2.88로 나타나 경험 의향 한 낮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렴한 치료비용 때문에 해외 

치료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의료  활성화 정도는 3.17로 조사

되었으며, 우리나라 의료 의 가장 큰 강 으로 

60.8%가 우수한 의료기술력, 외국 비 비용 

10.3%, 세계수 의 의료센터 9.8% 순으로 조사되었

다. 이는 한국인에 많이 발생하는 6  암에 한 독

자 인 신기술 개발과 비 보험 서비스 의료분야의 

높은 의료기술수 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로 볼 수 

있다[1]. 반면 우리나라 의료 의 가장 큰 약 으

로는 정부의 인식 부족과 투자유치의 어려움, 의료

 기획  운  문가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가 우수한 의료기술, 경쟁력 있는 가격 

등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 의료 에 한 인식 부족에 의한 투자유치의 

어려움 때문에 상 으로 의료 산업의 경쟁력

이 낮다고 볼 수 있기에, 의료 산업의 활성화를 

한 정부의 정책지원과 투자유치를 한 규제완화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의료  코디네이터는 단순 통역업무만을 하는 

인력이 아니라 외국인환자와 동반 가족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잘 달할 수 있도록 돕고 서비스 

한 지원하게 되는 문 직종이므로 외국어 능력 뿐 

아니라 매 , 병원 시스템에 한 이해,  가이

드 등 여러 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고루 갖추고, 의

료 분야에서 한국을 알리는데 직 으로 외국

인을 하는 작은 외교 이 되는 요한 역할을 수

행하는 사람이다[15]. 본 연구에서 의료기 의 의료

 코디네이터가 배치에 해서도 59.3%로 부

분 정 인 답변이 나왔다. 이는 치 생학과 학생

들이 의료  활성화를 해 외국인에게 좀 더 개

방 일 필요가 있으며 의료  코디네이터의 역할

의 요성에 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치 생학과 재학생들은 미용의료 이 외국인을 

상으로 가장 경쟁력 있다고 응답해, 부산지역 

객을 상으로 경험하고 싶은 의료  상품에 

해 연구한 김[1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

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용의료 분야의 기술 향상과 

서비스 체계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 분

야에 용할 수 있는 상품개발  인지도 향상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경쟁력 향상을 

한 요인 조사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 의료시설의 

화 등 의료의 질 요인이 4.37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4.50으로 높게 조사되었

으나, 의료서비스의 품질확보 문제는 의료계의 몫이

며 세계  수 평균 이상의 품질이 확보되어야 함

은 물론, 가  세계  수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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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필요하며[16], 의료시설의 화는 의료

객의 치료에 한 기 수  향상에 기여하리라 

본다. 박[14]의 연구에서도 의료기술의 성이 

4.23으로 높게 나와 의료 의 경쟁력 강화를 해

서는 의료시설의 화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의 

화에 한 투자도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17]의 연구에서 의료시설 이용 시 문제 으로

는 의사소통 문제가 체응답자 58.6%로 나타났으

며,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의사소통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다고 하 다[17]. 한, 하[18]는 소

비자가 원하는 세심하고 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객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고,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기본 인 

통역과 의학용어  질환에 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응 하도록 체계 인 의료 문 교육

이 필요하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 의료시스템 요

인이 4.15로 조사되었는데 의료진의 친 성과 진료

상의 의사소통이 4.53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즉, 의료진의 친 성은 물론, 의사소통문제 해결을 

한 문 코디네이터의 육성을 한 체계 인 인

력양성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며 치료목  방문 

이  치료 상담, 일정계획수립, 체제계획, 항공교통, 

비자 문제 등 사  문제와 치료이후 귀국한 상황에

서 치료 리  상담 등의 사후 리 문제를 계획

하고 해결하기 해 지 병원과 력 계 체결 등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미래에 발생할 수

도 있는 의료사고에 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응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 개발 요인은 3.59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

는데 이는, 의료 산업의 주요인이 의료산업에 

을 두고 산업은 부가 으로 이루어진다는 인

식 때문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향후 의료 소비자

의 지속  증 가 상됨에 따라 로그램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략 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으

며, 이에 따라 외국인 의료 객들을 더 많이 유치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결론 으로, 본 연구결과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

에 한 치 생학과 학생의 의료  인지는 

높은 편이었으나 의료 의 목 에 한 인지도가 

낮아 의료 에 한 반 인 이해 증 를 한 

의료  련 부가 인 교육이 필요하며, 국내 의

료 의 경쟁력 강화를 한 방안으로 의료의 질

 향상, 체계화된 의료 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을 상으로 한 홍보 마 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

를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과 문 

인력 양성 시스템 개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부산·경남지역의 치 생학과 

학생을 상으로 조사되었기에 의료 산업의 인

지도와 활성화 방안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이기 한 치과 의료계의 

범 한 연구를 통해 의료 의 활성화를 한 

추가 인 세부요인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치 생학과 재학생들

의 의료 에 한 인식  의료  활성화를 

해 필요한 요인을 조사한 본 연구가 의료 에 

한 치과 문 인력의 인식개선과 의료  활성화

를 한 효율 인 발  방향 제시를 한 기 자료

가 되리라 본다. 

Ⅴ. 결론

부산·경남 소재 4개 학 치 생학과 학생들 204

명을 상으로 2013년 4월 3일부터 2013년 4월 17

일까지 의료 에 한 인식과 활성화 방안  의

료  경쟁력 확보 요인을 조사한 본 연구에서 얻

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치 생학과 학생들이 느끼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 은 3.35, 의료  활성화 정도는 3.17로 

나타났다

2. 의료 에 한 목  인지도는 2.97, 본인이 

의료 을 경험할 의향은 2.88로 조사되었다

3. 국내 의료 의 경쟁력 확보를 한 방안으

로는 의료의 질 요인이 4.37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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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인 4.15, 의료 지 홍보 요인 4.08, 비용 

요인 3.84, 자원 개발 요인 3.59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본 연구 결과,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 에 

한 치 생학과 학생의 의료  인지는 높은 편이

었으나 의료 의 목 에 한 인지도가 낮아 의

료 에 한 반 인 이해 증 를 한 의료

 련 교육이 필요하며, 국내 의료 의 경쟁력 

강화를 한 방안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 체계화

된 의료 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을 상으로 한 

홍보 마 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과 문 인력 양성 시스템 

개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 생학과 재학생들의 의료 에 한 인식  

의료  활성화를 해 필요한 요인을 조사한 본 

연구가 의료 에 한 치과 문 인력의 인식개

선과 의료  활성화를 한 발  방향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 자료가 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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