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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광 시장 분석 

1 몽골의 의료관광 동향 

몽골의 방한 의료관광객수는 ’09년(850명) 
대비 1,373% 증가한 12,522명(’15년)으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카자흐스탄에 이어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가 여섯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방한 몽골 환자 현황 (단위 : 명,%) 

2 몽골 환자 방한 주요 질환 

2015년에는 내과통합, 검진센터, 산부인과,  
정형외과 순으로 진료 과를 이용했다. 
 

- 남성 : 내과통합, 검진센터, 정형외과 순 
- 여성 : 내과통합, 산부인과, 검진센터 순 
 

☞간질환, 신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전문시술 

※ 내과 : 일반내과, 감염내과, 내분비대사내과, 
류마티스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
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내과,  
가정의학과 포함  

3 진료 수입  

2015년도 몽골환자가 지불한  
총 진료비는 279억 원이며, 이  
중 입원한 환자가 지불한 총  
진료비는 162억 원이다. 1인당 평균진료비
는 223만원이며, 입원환자의 1인당 평균진
료비는 1,272만원이다.  

            몽골의 음식들은 주로 유제품과  
            고기를 쓰며, 특별히 양고기와       
           찐 고기만두(buuz)를 즐겨 먹는다. 
 

채식을 하지 않고 양고기, 말고기 등 육식 
위주의 식생활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   
위장 질환, 간질환 환자가 많은 편이다. 

GDP대비 전체 의료비 지출 비중 

4 몽골의 의료 인력 

인구 10,000명 당 의사 수는 27.6명으로 
서태평양 지역 평균 14.0명 보다 높지만,  
질적 수준이 낮으며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시골 지역은 의사가 부족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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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광 시장 분석 

About 몽골 문화 

남의 발을 밟거나, 자신의 발을 밟히면  
악수를 하고 헤어집니다!  
싸움을 피하고, 당신의 적이 아니니  
용서 해 달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상대라면 아무렇지  
않게 팔에 접촉하든지, 눈으로  
신호를 보내거나 구두로 사과합니다.  

            사내아이 3세·5세, 여자 아이 2세·4세가  
            되면 단발식을 거행합니다.  
           태어난 후 단발식까지는 아무도 머리에  
           접촉해서는 안 되는 관습이 있고, 깨끗한 
검은 머리가 자라도록 2, 3회 빡빡머리로 자른답
니다^^ 친척이모여 아이와 마음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빡빡머리가 될 때 까지 계속해서 자른다고 
하네요~!  

갓난아기에게 “귀엽지 않아” 처럼 
반대로 말해야 해요. 이것은 ‘마물이  
귀여운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전해져 
액막이를 의미합니다 

몽골인은 게르와 그 안에 있는 물건
에 대한 독특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 
화로에 물을 붓거나 쓰레기를 버리
는 것, 불에 칼을 대는 것, 화로를  
넘어가거나 우유를 엎지르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게르 안에서는 휘
파람을 불거나 기둥에 몸을 기대는 

것도 흉조이니,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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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핫 한 해외 관광지 Best 3 – 아시아 편 

“괜찮아, 사랑이야” 촬영지 
만좌모 절벽 

세상에서 제일 큰 수조, 
츄라우미 수족관 

종합쇼핑센터,  
아메리칸 빌리지 

해안도로 

관광과 휴양이 동시에! 
베트남 다낭 

• 비행시간 : 약 5시간 
• 6월 날씨 : 최고 29℃이상, 최저23 ℃ 
• 무비자 최대 15일 체류가능! 

5,000년 역사의 현장, 
중국 서안  

• 비행시간 : 약 3시간 15분 
• 6월 날씨 : 최고 29℃이상, 최저23 ℃ 
• 중국 관광비자 신청 필수 !  

세계 8대 불가사의, 
병마용갱 

당현종과 양귀비의  
데이트 장소, 화청지 

중국 5대 명산, 
화산 

삼장법사의 
대안탑 

아시아의 하와이,  
일본 오키나와  

• 비행시간 : 약 2시간 15분 
• 6월 날씨 : 최고 30℃이상, 최저20 ℃ 
                (5월 말~ 6월 중순 우기)  
• 무비자 최대 90일 체류가능! 

베트남의 마지막 왕궁, 
후에 왕국 

유네스코문화유산에 등록된  
무역도시, 호이안  

중세 건물 양식,  
다낭 대성당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6대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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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82-31-297-2363~6 

대표  
이메일 seongnam.meditour@gmail.com 

홈페 
이지 Seongnam.go.kr 

성남시 의료관광 지원센터 

we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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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환자를 위한 
외국어 한마디 ! 

-몽골어- 
 

 Сайн байна уу.  
    Уулзсандаа баяртай байна. 
    (새-응 배-노. 오울쯔승다- 바이르태- 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Та наснаасаа залуу харагдаж  
   байна.  
    (타 나스나-사- 잘로- 하락다쯔 밴)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요. 
 

 Танд сайн сайхан бүхнийг хүсье. 
     (탄뜨 새-응 새-흥 부흐니익 후스이) 

     모든 일이 잘되시길 빌어요. 
 
 

 Та сайн ажилласан шүү. 
   (타 새-응 아찔르승 슈) 

     수고 많으셨어요. 

알림 

러시아어,몽골어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모집 

                       ∎모집대상 : 러시아어,  
                          몽골어 통번역 가능자 

                       ∎모집언어 : 러시아어,  
                         몽골어 
                       ∎모집인원 : 00명 
                       ∎신청기간 : 상시모집 
                         ∎접수 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에서  이력서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xuan303@korea.kr) 접수  

2017 하나투어 여행 박람회 

∎ 기간 : 2017. 06. 08.(목) ~ 06. 11.(일) 
∎ 주최 : ㈜하나투어 
∎ 장소 : 킨텍스 전시홀 3,4,5 
∎ 관람시간 : 10:00 ~ 18:00 
∎ 입장료 : 7,000원  
             (하나투어 앱 다운로드, 여행      
              박람회 홈페이지 내 초청장 출력 
              등 무료 입력 가능) 
∎ 홈페이지 : www.hanatour.com  

http://www.seongnam.go.kr/
mailto:xuan303@korea.kr
http://www.hanatou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