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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료관광 BI 
(Brand Identity) 

성남시의 새, “까치”를 형상화한 디자인 
  으로, 까치가 가진 반가운 손님이나 좋은   
  소식,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를 내포 
  하고 있습니다.  
 

블랙과 골드컬러의 조화를 통해 성남시  
  의료관광의 고급 이미지를 표현했고,  
  비상하는 까치의 형상을 통해 성장하는  
  성남시의 의료관광사업을 표현했습니다.  

성남시 의료관광 슬로건 
BLACK LABEL!  

Seongnam Medical Tourism! 
 

성남시의 의료관광산업을 대표하는  
  간결하고 강렬한 표현! 타지자체의  
  슬로건과는 차별성을 보여주는 “BLACK  
  LABEL”. 고급브랜드 성남시 의료관광을    
  각인시킬 수 있는 슬로건입니다. 
 

 BLACK LABEL이란? 

의류산업에서 기존의 의류브랜드보다 소재를 고급화해서 가격을 높인  

제품으로, 현재는 의류산업을 벗어나 비즈니스 전 영역에서 고급제품,  

고급브랜드의 의미로 사용됨  



 

러시아 모스크바 
 
 

 
 
∎ 러시아의 수도이자 러시아 최대 도시 
∎ 인구가 가장 많은 유럽지역 최대 도시  
∎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도시  
 

∎ 위치 : 유럽의 동쪽, 아시아 북쪽 
∎ 면적 : 2,651.5㎢, 러시아 전체면적     
           17,098,242㎢, 세계 1위 
∎ 인구 : 12,325,387명(2016년),  
           인구 순 세계 5위 도시  
∎ 종교 : 러시아정교 75%, 이슬람교5%,  
           개신교 등 
∎ 언어 : 러시아어  
∎ 시차 : 한국보다 6시간 느림  
∎ 기후 : 3월 평균기온 : -1℃ 
∎음식 : 빵, 크바스(청량음료), 고기,  
          스프, 감자 등  

∎ 행사명 : MITT 2017 
 (Moscow International Travel & Tourism) 

∎ 기   간 : 2017. 3. 14(화) ~ 3. 16(목)  
∎ 장   소 : 모스크바 Expo Center 
∎ 행사규모 
  - 러시아/CIS지역 최대 관광박람회 
    (9개 홀 총 면적 54,628㎡) 
  - 155개국 및 지역 1,500개 업체 참가,  
    29,500명 박람회 방문 
∎ 참가기관 
   - 성남시 의료관광 협의회 4개기관 
   - 성남시청  
∎ 홍보규모 : 한국관광공사 한국홍보관 내  
                 5개 데스크 운영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및 관련 
                   기관 총 35여개 기관) 

∎ 주요내용 
   - 러시아 최대 국제관광박람회 부스참여 
   - 현지인 대상 의료상담  
   - 성남시 의료관광 홍보 및 마케팅  
   - 성남시 관내 의료기관 홍보  
   - 기관별(개별) 비즈니스 상담 및 미팅 
   - 모스크바 현지 시장조사 
   - 한국의료관광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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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 관광 박람회(MITT) 

행사 알림 도시정보 

http://blog.daum.net/pzkpfw3485/22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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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한 : ~ ’17년 2월 28일(화) 24시 까지 
∎조사내용 : ’16.1.1~12.31까지 유치(진료)한 외국인환자 현황 
∎제출방법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또는 신규프로그램 
               통하여 제출 (안내문 및 양식 참고) 
 * (양식확인 필수)사전/사후관리 및 중국행정구역 추가 
 * 전년도 유치실적 없는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무실적’ 제출 
 * 실적보고 후 실적보고 현황 or 실적조회에서 확인 요망 
∎문의 : medicalkorea@khidi.or.kr,  
          1600-6767(평일 9:00~18:00)  

알림 Notice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조사  

시행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갱신 안내 

∎갱신기간 : ~’17년 6월 22일(목)  
               (처리기간 감안 5월26일 까지 제출 요망) 
∎접수방법 : 우편접수, 전산접수 
               (메디컬코리아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오른쪽) 
∎절차 및 제출서류 :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 공고 참고 
  * 공고란 공지사항 게시글 추가참고 
∎문의 : medicalkorea@khidi.or.kr  
          1600-6767(1번 등록 및 갱신/ 평일 9:00~18:00) 

성남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모집 

∎모집 대상 : 성남시민 (일반, 다문화가정, 대학생(청년)  
∎모집 언어 :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  
∎모집 인원 : 00명 
∎신청 기간 : 2017. 2. 13(월) ~ 3. 3(금) 18:00까지 
∎혜택  
 - 성남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프리랜서로 활동  
   (활동증명서 및 위촉장 발급) 
 - 선발 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무료교육 및 국내외 
   국제행사 참여기회 제공 ! 

∎접수 방법 : 성남시 홈페이지(www.seongnam.go.kr)에서 이력서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xuan303@korea.kr) 혹은 우편으로 접수  

http://www.seongnam.go.kr/
http://www.seongnam.go.kr/
http://www.seongnam.go.kr/
http://www.seongnam.go.kr/
http://www.seongnam.go.kr/
http://www.seongnam.go.kr/
http://www.seongnam.go.kr/


1. 시계  

중국 환자에게 무슨 선물을 할지 고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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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선물 문화 알아보기 
중국에서는 선물 할 때 금기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선물이 상대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사이가 어색해 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로 중국어 발음과 관련이 많은데요, 중국
에서 기피하는 선물은 무엇이고, 어떤 선물을 준비 하는 것이 좋을까요 ?  

'시계를 주다‘는 중국어로 ‘送钟(쏭종)’. 
'장례를 치르다',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의미의 ‘送终(쏭종)'과 발음이 같아서  
시계 선물은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   

2. 배 
중국어로 과일 '배 梨(리)'의  
발음은 '이별하다 离(리)'와 같습니다.  
'배를 반으로 나누다 分梨(펀리)'가  
'헤어지다 分离(펀리)'와 발음이 같아서 
배를 선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으로 
갈라서 먹지도 않으니 참고하세요! 

3. 우산 
'우산’은 중국어로 伞(산)인데 이 발음은  
'흩어지다'라는 의미의 散(산)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우산과 마찬가지로 '부채  
扇(샨)'도 발음이 비슷해서, 선물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선물하면 좋아요 이런 선물은 피하자! 

2. 술 
술은 ‘酒(지여우)’ '오래가다'의 ‘久(지여
우)’와 발음이 같아서 좋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싶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 관계라면 좋은 선물이 됩니다. 

1. 인삼, 사과 
인삼은 명˙청 시대부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던 교역품으로, 한국의 인삼(홍삼)
의 경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중국내에
서도 이미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과 苹果(핑구어)'와 '평안 平安(핑안)'
의 앞글자 발음이 같기 때문에 사과는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존귀를 상징! 

황금색은 
황제를 상징! 

흰색, 검은색, 
푸른색은 죽음을  
연상해 선물엔 
좋지 않아요! 

더 의미 있는 선물 포장법!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Xuoed25bSAhUJmZQKHUtqAI8QjRwIBw&url=http://blog.daum.net/hs0283k/2898&psig=AFQjCNHPqH8z4zdBNwRqOry13ycQ_mmFyQ&ust=148740636718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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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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환자를 위한 
외국어 한마디 ! 

 
Здравствуйте,  
   Чем вам помочь?  
   (즈드라스부이쪠, 쳄 밤 빠모치?)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Расскажите о вашем  
   состоянии.  
   (라스까쥐쪠 아바쉠 싸쓰따야니이)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Вы много поработали. 
    (븨 므노거 빠라보딸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러시아어 

 

무료 이미지 사이트  
감 성 을 담 은 

사소한 자료에도 이미지 하나로 감성적, 혹은  
고급스러운 느낌 연출이 가능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이미지 말고, 감성이 담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필요한 당신을 위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릴게요! 앞으로 병원 홍보물 제작,  
어려워 하지 마세요! 

for you 

1. Unsplash  
https://unsplash.com/ 
감성적이고 트렌디한 이미지 무료제공  

2. Pixabay  
https://pixabay.com/ 
동영상, 일러스트도 무료 제공  

3. Free range 
https://freerangestock.com/ 
무료로 사용 가능한 고퀄리티 이미지 

4. Jay mantri 
https://jaymantri.com/ 
감성사진을 무료로 배포하는 작가 

5. Magdeleine 
https://magdeleine.co/ 
감성적인 이미지 무료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