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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새벽, 나는 이렇게 선언했다.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해도 신경 쓰지 말자.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다.  
그 곳에 도달할 때 까지는  

멈추는 것을 생각하지도 말자.  
그리고 그곳이 어디인지에 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말자.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 선언이 내가 나에게 했던,  

그리고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충고다. 
- 책<슈독> 中,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의 다짐- 

 성남시 의료관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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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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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의료관광 도시 진입 
의료관광객 12,000명 달성 



 
 
 
 

누베베 한의원 분당제생병원 

메디피움 의원 분당제일여성병원 

바른세상병원 분당차병원 

보바스 기념병원 이인승성형외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필립 메디컬센터 

성남시 의료관광 

주요사업 

의료관광  
마케팅사업 

 판교 테크노밸리 연계 마케팅 
 해외홍보사무소 구축 
 성남시 의료관광 멤버십 구축 

의료관광 
홍보 

강화사업 

 의료관광 홍보물 강화 
    (홍보책자, 영상, BI, QR code) 
 SNS 운영  
 의료관광 팸투어 

의료관광  
네트워크 
강화사업 

 의료관광 협력기관 추가지정 
 자문위원회 개최 
 의료관광 발전포럼 개최  

인센티브  
지원사업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운영 
     (통역/ 번역)  
 차량 지원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의료관광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성남시 특화 의료관광 상품개발 
 의료관광 분쟁위원회 운영 

의료기관  

관광호텔 리젠시 

메이트호텔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 갤러리 

호텔 루이스 

호텔 SR 

호텔  

성남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롯데백화점  

현대 백화점 

AK 분당점 

쇼핑 

㈜ 나나투어 

유치업체 국제의료관광코디
네이터 협회 

대광사 

민속공예 전시관 
입주자치회 

유관기관 

 

 모집기간 : 2017. 1. 16 ~ 2. 6 (20일간) 
 모집부문  
     ∙ 우수의료 협력기관, 일반 협력기관 
 모집대상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한(2017.1.16.현재)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예정인 지역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 협력기관 선정 후 1개월 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완료 조건 
     ∙ 의료관광을 위한 숙박업, 쇼핑업, 관광업체  
 활동기간 : 지정결과 공고 후 2년(재지정을 통하여 연장 가능)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이메일 : bosungsun@korea.kr) 
       ※ 문의사항 : 031-729-2363∼6 

성남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추가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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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다 순 

mailto:bosungsun@korea.kr


국가 신 성장 동력산업 
 “의료관광” 

의료관광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

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 등

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

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차세대 신 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로 

고부가 가치 창출사업인 “Global Healthcare 

산업”(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선정

하여 2009년 5월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60,201명에서 2015년 296,889명에 

이르며 연 평균 성장률이 51.8%에 달하고 있다. 

의료관광 산업이란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프로세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신규 

등록 

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검토 
4. 승인 및 발급(보건복지부 최종 승인)  
5. 등록증 수령 
6. 등록증 교부 

제출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증명 서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신규 

등록 

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검토 
4. 승인 및 발급(보건복지부 최종 승인)  
5. 등록증 수령 
6. 등록증 교부 

제출 

서류 

 정관(법인만 해당) 
 사업운영계획서 
 보증보험가입증명서류 
 자본금보유증명서류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 서류  

유치실적 및 현황(2015) 

SHARE HAPPINESS Seongnam Medical Tourism News Letter                   3 

※ 2016년 실적은 2017.5 집계 



의료관광 정보 

구분 의료관광비자 치료요양비자 

정의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 

으로 입국하는 외국인환자와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동반가족 및 간병인 

체류가능

기간 

단기비자 

(90일 이하) 

장기비자 

(1년 이내) 

유효기간 단수, 더블, 복수 신청 가능 (요건상이) 

의료관광 비자란?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한 
비자 종류로, 단기는 의료관광비자(C-3-3), 
장기는 치료요양비자(G-1-10) 발급이 
가능하다.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  

의료사증 
국적&국민
건강보험 

거주자확인 

의료사증 소지자 
외국인환자(O) 

의료사증 미소지자 
=> 다음단계로 

대한민국 국적자 
외국인환자(X) 

 

* 이중 국적자: 
외국인환자(X) 

외국 국적자 
건강보험 확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외국인환자(X) 

* 건강보험 미가입자: 
다음단계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확인 

 

* 외국인등록자: 
외국인환자(X) 

* 외국인 미등록자 
외국인 환자(O) 

외국국적 동포 경우 
거소신고 확인 

 

* 외국인등록자: 
외국인환자(X) 

* 외국인 미등록자 
외국인 환자(O) 

유치 수수료 안내 (보건복지부 규정) 

구분 수수료율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및 병원 20% 

의원 30% 

(2016.11.1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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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를 위한 
외국어 한마디 ! 

 
 欢迎来到医院。환잉 라이따오 이위엔. 
    병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我叫○○○。 워 찌아오 ○○○.   
     저는 ○○○ 입니다.  

 
见到您很高兴！ 찌엔따오 닌 헌까오씽!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락처 +82-31-297-2363~6 

대표  
이메일 seongnam.meditour@gmail.com 

성남시 의료관광 지원센터 

weibo 성남시 의료관광 뉴스레터는  
우리시 사업 현안 및 국제의료관광 동향을 바탕으로 월 1회 배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