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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몽골 / 두바이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기  

Ⅰ2P,3P 

직접 듣고 온  
몽골과 두바이 현지인의 취향 

Ⅰ4P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그것!  

Ⅰ5P 

관계의 시작은 인사! 
아랍어 한마디  

Ⅰ6P 



 
 
 

 
 
 

 
 
 
 

 
 
 

2017. 9. 15~ 2017.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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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2~ 2017. 9. 23 

 
 

<두바이 인터컨티넨탈 호텔 지하에서 열린 한국 의료 웰니스전> ‘메디피움’과 함께 한  
          성남시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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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속에 저장! 하고 싶은 

Q: 한국 병원에 방문한다면 어느    
    진료과목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출장기간 동안 현지인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의료와 관광에 대한 그들의 취향!  

1위 건강검진 

2위 척추 

3위 성형 

4위 기타 

5위 뇌 

6위 안구질환 

1위 건강검진 

2위 성형 

3위 척추 

4위 기타 

5위 뇌, 심장 

6위 암 

Q: 한국에 관광을 온다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1위 일반관광 

2위 쇼핑 

3위 문화체험 

4위 기타 

1위 일반관광 

2위 문화체험 

3위 쇼핑 

4위 종교 

5위 기타 

Q: 한국에 의료관광을 온다면  
    누구와 함께 오고 싶으신가요? 

1위 혼자서 

2위 가족과 함께 

3위 단체여행 

4위 기타 

1위 가족과 함께 

2위 혼자서 

3위 단체여행 

4위 기타 

몽골은 육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 위장 

질환, 간질환 환자가 많은 편 입니다. 최근에는 비만으로  

인한 척추, 관절 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두바이를 포함한 중동 환자들은 유전질환, 암, 심장병, 난임 

등이 주요 질환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걱정과 오래 살고 싶은 염원이 포함

된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몽골과 두바이 모두 성형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어느 국가나 똑같겠죠? 

몽골은 혼자서 여행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개별관광객(FIT)이 늘어나는 국가 

중 하나가 몽골이라고 하네요~!   

두바이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중동지역 사람들은 가족들과 다 함께  

대규모로 여행을 다니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음식을 해주거나 아이를 봐주는 하우스키퍼 

까지 함께 여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몽골과 두바이 모두 일반관광 분야에 가장 많은 관심

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서울 뿐 아니라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몽골에서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이나 의류를 구입하고 

싶다며 쇼핑이 2위를 차지했고요, 아무래도 가족단위

로 움직이는 두바이의 경우에는 한국의 한복을 입거나 

음식을 만드는 등 문화체험을 경험하고 싶다는 의견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376_hsYvXAhVGKJQKHek1D4MQjRwIBw&url=http://pa.go.kr/school/elementary/gift/index0316.jsp&psig=AOvVaw27XpYCleUuIM1cm2iXgxxw&ust=150900765539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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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아직도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게 익숙하다는 사실!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도어락 

시스템이나 터치식 자동문은  

익숙하지 않다고 하네요!  

집에서는 물론이고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도 빵빵 터지는 인터넷! 

식당, 지하철, 카페, 길거리에

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한

다는 건 정말 서프라이즈! 

3. 와이파이(인터넷) 

외국인이  놀라는  한국 문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교통 카드 한 장으로 버스,  

지하철이 몇 번이고 환승 가능

하고 스크린으로 지하철 위치도 

실시간으로 알려줌! 냉 난방도 

잘되는 대중교통 Great!!  

 
 
 
 
 
 
 

웬만한 곳이 아니고서야 전화  

한 통이면 30-40분내에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 줌 !  

요즘엔 어플로 주문도 가능 하며, 

심지어 한강에서도 배달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The love.. 

외국에서 반찬을 리필해 주는 

곳은 저렴하거나 질이 좋지 

 않은 곳이라는 인식!  

근데 한국은 반찬 가짓수도  

많고, 맛있는데 달라는 대로, 

무료로 계속 줌 !!  

대부분 직장인들이 일 끝나고  

술을 마시러 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매일 회식을 하는지 의아

해 하며, 밤 늦게까지 부어라  

마셔라 놀고 다음날 7시에 출근 

하는 것을 보면.. 리스펙 ! 엄지척!  

실화냐 
이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외국어 한마디 ! 

-아랍어 편- 
 

 ًابحرم. 
    (마르하반) 

안녕하세요  

  
 从什么时候开始疼的？ 
    (총 선머 스허우 카이스 텅 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您吃了什么？ 
     (닌 츠 러 선머?) 

      무엇을 드셨어요? 
 

 出了什么事？ 
   (추 러 선머 스?) 

      무슨일이에요?  

 

     .كئاقلب رورسم انأ .ًابحرم
(마르하반. 아나 마쓰루-룬 빌리까-이카 )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 فرصة سعيدة، أنا أُدعى محمدا   
    (푸르싸 싸이-다, 아나 우드아- 무함마드) 

    처음 뵙겠습니다. 무함마드라고 해요.  
 

. أراك الحًقا. سررت بلقائك   
     (쑤리르투 빌리까-이카. 아라-카 라-히깐)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 حسًنا، إلى اللقاء   
   (추 러 선머 스?) 

하싸난, 일라- 알리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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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82-31-297-8611~4 

대표  
이메일 seongnam.meditour@gmail.com 

홈페 
이지 Seongnam.go.kr 

성남시 의료관광 지원센터 

we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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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2017 K-Wave & Winter Travel 
Carnival in HONGKONG』 참가 

『2017 MEDICAL KOREA』 참가 

 ○ 행사기간 : 2017. 11. 3.(금) ~ 11. 5.(일) 
 ○ 장소 : 홍콩 인터콘티넨탈 호텔 외1 
 ○ 주요내용  
  - 성남시 의료관광 홍보 및 전시  
  - 성남시 특화상품 홍보 
  - 한-홍 비즈니스 미팅  
 ○ 주관 : 한국관광공사 

 ○ 행사기간 : 2017.11. 21.(화) ~ 11. 22.(수) 
 ○ 장소 : 서울 코엑스 
 ○ 주요내용  
  - 주제 :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위한 통찰  
  - 성남시 의료관광 부스 운영   
  - 2017 메디컬코리아 채용박람회 참가  
 ○ 주관 : 보건산업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