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ring is coming,  
Let’s smile 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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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 HAPPINESS 



『2018 MITT(모스크바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기 
2018. 3. 13~ 2018.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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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이~! 간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지난 3월 중순에 열린 
모스크바 최대 관광박람회 소식  

최초공개 할게여~!  

해외 바이어와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
하고, 9월에 성남시에서 개최될 국제
의료관광박람회도 홍보했는데 이번 모스
크바 참가가 성남시 의료관광이 더 활
상화 되도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약간, 러시아라는 
큰 도시에서, 그것도 국제관광 
박람회에서  한국의료를, 그리고  
성남시를 알린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인지,  
약간 벅차기도 하고 ..  

성남시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메디
피움, 분당 제생병원, 보바스 기념병
원이 함께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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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정보는 
카자흐스탄,  너로 정했다! 

의료관광 국가정보 

중앙아시아에 유독 ‘~스탄’ 이라는 지명이 붙는 국가가 많은데,  

주변에 ‘~스탄’ 이 붙는 국가가 너무 많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국명에서 ‘스탄’을 빼고 ‘카자흐’ 로만 쓸까 고려했다는 사실!  

일례로 카자흐스탄의 남동쪽에 있는 키르기스스탄도 1993년에 

‘스탄’을 뺀 ‘키르기스’로 국명을 변경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왜 이 지역에  있는 나라 이름에는 ‘~스탄’이 많이 붙을까요 ?  

이유는 바로 3세기에 건국된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언어 때문 

입니다.  페르시아어로 ‘~의 지방’, ‘~의 나라’ 라는 행정용어인  

‘스탄’ 을 사용하면서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카자흐스탄?  “스탄”이 도대체  뭔가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국가정보 

• 국가명 : 카자흐스탄공화국

(Republic of Kazakhstan) 

• 수도 : 아스타나 (Astana) 

- 1997년 12월 10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 

• 행정구역 : 14개 주, 3개 특별시 

• 면적 : 2,724,900㎢ (세계 9위, 한반도 면적의 12배 )  

• 종교 : 이슬람교 70.2%, 러시아정교 26.2%  

• 경제 :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으로 원유매장량이 세계 12위  

• 언어 : 러시아어 (공용어), 카자흐어 (국가어)  

카자흐스탄 주요 질병  

분류 2015년 (단위: 명) 

심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193.8 

호흡기 질환 105 

악성종양 / 양성종양 93.8 

사고, 부상, 중독 82.5 

감염질환 / 기생충 질환 8.6 

⇒ 주요 사망 원인 별 카자흐스탄 인구 100,000명 당 국민 사망률 

<자료원 : 카자흐스탄 공화국 통계청> 

방한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 

2016년도에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외국인 환자는 

전체 국가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15,010명으로 

4.1%를 차지했으며, 성남시에 방문한 의료관광객은 858명으

로 17%를 차지하며 무려 국적별 순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많은 카자흐스탄 환자분들이 성남시에 와서  

건강해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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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관광지 

3경 남한산성 올라가는 길 
• 

•

1경 분당 중앙공원 2경 야탑동 분당보건소 앞 
 

4경 상대원 시설녹지대  
• 

•

5경 제생병원 앞 공공공지 
 

6경 구미동 탄천변 
• 

•

7경 태평동 탄천 물놀이장 
 

8경 수진공원 진입로 
• 
•

성남에서 즐기는 벚꽃놀이 롶 
멀리 갈 거 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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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조심해야 할 
손 제스처 

손등 브이(V)   

<영국, 호주> 

                    영국, 호주에서 손등을 보이는 보이(V) 사인을  

                  타인에게 보이면 엄청난 욕으로 통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합니다!  이 욕(?)은 영국과 프랑스가 벌인 100년  

전쟁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 영국군의 장 궁은 기존의 유럽의  

활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긴 몸체와 활시위로 구성된 장 궁 병은 프랑스 군의  

주 전력이었던 기사들의 갑옷을 정확히 꿰뚫으며  

승리했고, 이 때문에 프랑스는 영국군 포로를  

잡을 경우 다시는 장 궁을 쏘지 못하도록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이 후 영국에서 손등을 보이는 브이 사인이 욕이  

되었다고 하니, 영국이나 호주를 여행하거나,  

그 나라 사람을 만날 때에는 특히 주의하세요 ! 

검지와 약지 펴기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나머지 손가락을 다 접은 채 검지와 새끼 손가

락을 들어 보이는 것은 ‘네 애인이 바람핀다’ 라는 뜻으로,  

가운데 손가락과 비슷한 급의 모욕이라고 해요!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대부분 욕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오케이OK 사인 

<브라질> 
(일부 남미국가, 터키, 중동) 

우리나라에서는 “좋다, 괜찮다” 등의 긍정의 의미로 사용하는 

오케이 사인은 브라질 등 남미국가에서는 항문 또는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가장 심한 욕설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뛰는 브라질 축구 선수들이 데뷔 초기 한국선수들의 오케이  

사인에 관중이 환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의아해 했다고 해요.  

또 프랑스에서는 ‘형편없다’, ‘가치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의 

의미로도 쓰인다니 조심해야겠어요~!  

손바닥 보여주기 
<그리스, 터키> 

인사나 하이파이브를 할 때 취하는 손바닥 전체를 드러내는 

포즈! 그런데 이 포즈와 동작은 그리스와 터키에서는 사용해선 

안 된다고 합니다. 손바닥을 펼치는 제스처는 "너 지옥에나 가

라" 라는 욕설을 담고 있다고 해요. 특히 그리스에서 이 포즈를 

하면서 '나' 또는 '파르타'라고 말한다면 100% 욕을 하는 것이

라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은 

‘난 당신에게 화가 났다.’ ‘넌 재수 없을 거야’ 라는  

분노의  표현이라고 하니 주의하세요! 

글로벌 매너 



wei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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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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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82-31-729-8614 

대표  
이메일 

seongnam.meditour@gmail.com 

홈페이지 www.seongnam.go.kr 

성남시 의료관광 지원센터 

○ 행사명 : 2018 KITF 

               (Kazakhstan International Tourism Fair)  

○ 기    간 : 2018. 4. 18.(수) ~ 4. 20.(금), 2박 3일 

○ 장    소 : 카자흐스탄 알마티  

                Atakent International Exhibition Hall 

○ 주관‧주최 :  한국관광공사/ITECA(www.iteca.kz) 

○ 참가기관  

    -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분당차병원 

2018 KITF(카자흐스탄 국제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 신청기간 : 18. 3.9.(금) ~ 9.28.(금)  

○ 신청접수 :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 http://medicalkorea.khidi.or.kr 홈페이지  

                  평가지정 신청 참조 

○ 신청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 ☎ 02-2076-0610 또는 0623 (policy@koiha.or.kr) 

* 홈페이지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 

    - ☎ 043-713-8516 (medicalkorea@khidi.or.kr) 

*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완료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며, 2018년 3/4분기에    

   2019년부터 적용될 2주기 기준이 공표될 예정으로 1주기  

   기준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상기 기간 준수 필요 

* 조사위원 배정 등 사유로 신청 일부터 현지조사까지 약2개월   

   소요 예정이므로 희망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 예) 희망조사일이 10월15일인 경우, 8월 16일까지 신청 

 
 

보건산업진흥원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공고 

외국어 회화 한마디  
외 국 인 환 자 를 위 한  

안녕하세요. 이반 페트로비치 씨, 

몸은 좀 어때요?  

즈드랏스부이쪠, 이반 뼤뜨로비치!  

깍 바쉐 즈다로비예? 

Здравствуйте, Иван Петрович!  

Как ваше здоровье? 

몸조리 잘해요.  

볘례기쪠 씨뱌. 
Берегите себя. 

러시아어 

http://www.iteca.kz/
mailto:policy@koi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