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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드리아 해의 진주’라고 
불리는 해안도시 “두브로브니크”  
유럽인이 동경하는 최고의 휴양 
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2. 크로아티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자그레브”의 대성당!  
10여 개의 보물급 유물이 있어  
크로아티아의 보물이라고 불립 
니다.  

1 ,2. 일본 작가 에쿠니 가오리의 소설을 모티브로 한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에서 연인들이 만나기로 한 장소로  
유명한 두오모 성당! 높이 올라가면 한눈에 피렌체를 두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3. 세기의 연인 이탈리아 대표 시인이자 사상가인 단테와 
정치가 마키아벨리가 처음 만난 장소로 잘 알려진 베키오  
다리. 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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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 해외여행지 Best 3 - 유럽편 
1 

2 

3 

도시 전체가 세계 문화유산 
아름다운 낭만의 도시, 
이탈리아 피렌체 

아드리아 해의 숨겨진 보석! 
크로아티아 

1 

2 

역사와 정열의 나라,  
스페인 1 

1. 1929년 박람회장으로 지어진 세비야 광장.  반달 모양의 
광장을 둘러싸고 양쪽에 탑이 있으며, 건물 앞에는 강이 흐르는 
곳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태희의 CF촬영장으로 유명하고,  
<스타워즈 에피소드2 클론의 습격> 배경으로도 유명해요!   
2. 스페인 론다(Ronda)의 누에보 
다리는 까마득한 깊이의 협곡 밑 
바닥까지 닿는 거대한 장관을  
             이루는 곳으로, 현재도 전  
             세계의 사진 작가들이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2 



      파파고 통역기 
papago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통역 어플로, 영어/중국
어/일본어 지원이 가능
하며, 텍스트/음성/사진
번역이 가능하다! 타 어
플보다 관용표현이 많
은게 장점이다. 

 
 
 
 

여행에 편의를 더해줄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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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스캐너 
Skyscanner 
실시간&최저가 비행기 
티켓 가격 비교 앱! 웹 
페이지에서도 이용 가
능하며, 호텔과 렌터카
도 검색할 수 있다.  

부킹닷컴 
Booking.com 

호텔, 호스텔, 빌라 등 
모든 유형의 숙소 검색
과 예약이 가능! 숙소  
대부분은 선결제 및 예
약 수수료가 없고, 현지
에서 결제하면 된다.  

Airbnb 
에어비앤비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전 세계 공유숙박 예약 
어플! 그 지역의 집을 통
째로 빌려 현지에서 살
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날씨레이더 
실시간으로 세계날씨정
보 제공! 기온, 기압, 습
도 등 원하는 정보만 미
리 설정하면 해당정보만 
표시되니, 여행지 날씨 
미리 챙기기! 

지도 
구글맵스 

거의 모든 지역의 정보
를 갖고 있는 구글맵 ! 
음식점이나 숙소의 평
점, 영업시간 등등도 담
겨있어 여행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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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현황 분석 이제 의료도 한류다! 

해외로 뻗어가는 의료한류 
1 연도별 진출 현황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15년 누적 141건 
에서 ’16년 155건으로 14건 (’16년 신규진출 
20건, 종료6건) 증가했습니다.  

2 진출국가별 운영현황(누적치 기준 분석)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가 운영중인 국가는 
’15년 17개국에서 ’16년 20개국으로 확대  
되었으며, ’16년도 진출국은 방글라데시,  
카타르, 페루 3국입니다.  

2015년 
17개국 

2016년 
20개국 

’16년 운영중인 해외진출 프로젝트가 많은  
상위 5개국은 중국59건, 미국 40건, 베트남 
9건, 카자흐스탄 7건, UAE 7건입니다.  

3 진출형태별 운영현황(누적치 기준 분석)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의 경우  
중국, 미국, 베트남에서 의료기술 이전 프로
젝트가 증가했으며,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본
격적 직영점 개원(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앞
서 현지 시장상황 분석을 위해 실패 위험이  
적은 프랜차이징 형태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 진출진료과목별 운영현황 
(누적치 기준 분석) 

한류의 영향권에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피부·성
형외과 진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치과의 미국진출: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활
용하여 한인이 많은 지역에 치과 가맹점진
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치과의 중국진출: 한류의 영향으로 심미, 교
정분야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면서 출장진료 
형태에서 수탁운영 및 의료기술 이전 형태
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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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시장 정보 

      동북지역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춥고 척박한 땅에서 생활해서인지  
생활력이 강한 편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며 화가 나면 
맹수 같이 사납고 거칠어 동북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으며 독한 술을 즐깁니다.  

북방지역 (베이징) 
북경은 800여 년 동안 중국의 수도로 
북방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며 학벌, 계급, 명예 등  
권력관계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산동지역 (산동성, 칭타오, 연태 등) 
산동지역 사람들은 수호지의 인물들처
럼 몸집이 크고 성격이 호방하며 단순
하지만, 의리와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
시 합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깝고 
기후도 비슷해 한국인과 성격이 유사
한 편입니다.  

                    중부지역 (상하이)   
지리와 기후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중부 지역은 농수산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풍부하고  
경제 발전 수준이 높습니다.  

대부분 섬세하고 재치가 있으며  
열정적이고 개척정신이 강하다고 합니다.  

남부(광동)지역 

(광동성, 광저우, 복건성, 홍콩 등) 
현실적이며, 상업과 무역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고,  
경제적 안목이 뛰어납니다.  

비교적 온순하고 마음이 관대한  
편으로 체면보다는  

         실리를 더 추구하고         
두뇌회전이 빠른 편입니다. 

중국 시장진출 시 꼭 알아야 할 

 지역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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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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最近身体怎么样？ 
    (쭈이찐 션티 전머양?)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我身体不太好。 
    (워 션티 부타이 하오) 

     몸이 별로 안좋았어요. 
 

 现在对你最需要的是休息。 
     (시엔짜이 뚜이 니 쭈이 쉬야오더 슬 시우시.)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휴식이에요. 
 

 这次休假打算休息。 
   (쩌 츠 시우지아 다쑤안 시우시) 

     이번 휴가때 휴식 할 계획이에요.  

의료관광 주요국가의 7월 연휴! 

-중국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6.25 6.26 6.27 6.28 6.29 6.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31 

25 26 27 28 29 

아랍에미리트 단식종료축제 

카자흐스탄 수도이전기념일 

(아스타나의 날) 

몽골 나담축제 

일본 바다의 날 

금식기간(라마단)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사흘 동안 

단식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고 신에게 감사기도를  

하는 명절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가 이어집니다.  

카자흐스탄은 1997년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아스타나는 1991년 독립 이후 아크몰라 

(Akmola)라고 불리다가, 수도 지정 후 아스타나로  

명명되었으며, 이날을 기념하며 국경일로 선포했습니다. 

나담(naadam)은 몽골 전역에 걸쳐 즐기는 전국적인 

축제로, 중앙아시아의 광대한 초원에서 오랫동안 유목 

생활을 해온 몽골의 유목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씨름·말타기 ·활쏘기등 3가지 전통경기가 주를 이룹니다. 

1995년에 제정된 일본의 공휴일로, 바다의 은혜에 감사 

하는 동시에 해양국 일본의 번영을 기원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