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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NEW YEAR 



1 SHARE HAPPINESS Seongnam Medical Tourism News Letter                    
2019년 성남시 의료관광 무슨 일을 할까요? 

역량 강화 ♥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 

♥ 성남 의료관광 뉴스레터 발행 

♥ 성남 의료관광 발전 포럼 개최 

♥ 의료관광 전문 인력 심화 교육 

♥ 성남 의료관광객 안심케어 보험 가입(신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 성남시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 개최(신규) 

♥ 의료관광 SNS 홍보단 운영 

♥ 의료관광 홍보물 제작 

♥ 의료관광 주요 해외 설명회 참가 

♥ 의료관광 매체 홍보 강화 

인프라·네트워킹 강화 

♥ 협력기관 해외 현지 진료 상담회 개최(신규) 

♥ 통·번역 인센티브 제도 

♥ 협력기관 의료인 초청 연수 사업(신규) 

♥ 초청 에이전시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 개최(신규) 

성남국제의료관광 컨벤션 개최 

♥ 국제컨벤션 행사 및 글로벌 컨퍼런스 

♥ 바이어 팸투어 및 B2B 미팅 

♥ 글로벌 의료관광·기기 바이어 초청 

♥ 컨벤션 홍보·마케팅 

“하이 메디 성남” 
H i g h  M e d i  S e o n g n a m 

아시아의 중심 의료도시  

 

 

 

 

 

 

 

성남시가 2013년부터 진행중인 의료 

관광 사업의 더 탄탄한 발전을 위한  

역랑강화 사업입니다. 자문위원을 통해 

성남시의 의료관광 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을 다지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의 역량 강화, 의료관광객의 안심 

보험 등의 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에요.  

 

 

 

 

 

 

 

해외에서 성남으로 의료관광을  

오려면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하겠죠? 

그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해외 마케팅 입니다!  

온라인 SNS 채널을 통하거나, 직접 

해외 현지에서 만나고, 성남시 의료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여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트워킹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관광 관련 기관 (협력기관)이 직접  

해외 현지 진료 상담회를 개최하고, 의료

인을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사업도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의료관광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그에따른 

네트워킹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에요.  

 

 

 

 

 

 

 

2018년 9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성남시에서 개최된 <2018 성남시  

국제 의료관광 컨벤션> 다들 기억

하시죠? 올해도 역시 개최될 예정

입니다. 전년도의 잘된 점과 보완할 

점을 분석하여 더욱 좋은 모습으로 

준비하고 찾아 뵐 예정입니다. 



 
 
 
 
 
 
 
 

아시아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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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관광객 추이 

2018년  
방한 무슬림 관광객  

무슬림 주요 국가 

말레이시아 

무슬림 방문객 증가 이유 

인도네시아 

이란 터키 UAE 사우디 
아라비아 

THE KOREAN WAVE 

K-POP, K-DRAMA 등 

인기 높은 한국 문화 콘텐츠 

중동 무슬림의 

의료관광 증가 

전세계 무슬림 인구 분포 현황(2017년 기준) 

전 세계 약 18억 명으로 추산, 2/3 인구가 아시아에 거주하여 

규모상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중동/북아프리카’ 입니다. 

한국여행 목적지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한국여행 주요 방문 관광지 

기타 아세안 

한국여행 시 종교활동 

∙ 하루 평균 기도시간은 4.9회이지만, 여행 중엔 4회 정도 드려요 

∙ 한국의 기도환경에 대한 기대가 낮고, 기도용품을 직접 챙겨와 

   사용하는 무슬림 관광객이 대부분이에요  

∙ 기도장소로는 ‘숙박시설’이 가장 높았고, ‘이슬람사원’도 다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 야외에서는 조용하고 한국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아서 기도해요 ” 

“ 관광지의 빈 공간을 찾아서 조용히 기도하지만, 관광지에서 이러한 요청에  

   크게 협조적이지 않은 편이에요. ” 

“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좀 더 늘어나고, 관광지 내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흔쾌히 협조되길 기대해요 ” 

최근 아시아의 무슬림 국가 이외에도, UAE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한류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또한 “의료관광” 역시 방한 무슬림 관광객의 증가 이유 중 하나랍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아요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2018년 방한 무슬림 관광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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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국가 정보 

중국의 식사 예절 

01  음식은 남기는 게 미덕  

한국에서는 음식을 깔끔하게 비우는 것이 예의인데요, 중국 

에서는 모든 음식을 다 먹고 비우는 것은 준비해 준 상대방에 

대해 실례입니다. 이유는 깨끗하게 비운 그릇을 보면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음식의 1/3 정도 남기는 것이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셔서 배불러 더 이상 못 먹겠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02  낡은 식기는 예의의 표시 

대접받은 그릇이 낡아서 먹기 꺼려진다면,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중국에서는 낡은 식기에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의미하며, 귀한 손님에게 예를 다했다는 의미를 

가진답니다. 

03  손님 접대 자리가 있어요 

중국의 흔한 원형테이블! 자리배지에 다 의미가 있답니다.  

보통 초대한 손님은 문에서 맞은편 안쪽에, 그 자를 중심으로  

왼쪽부터 앉게 됩니다. 초대하는 사람이 출입문과 가까운 자리에 

앉아요.  

하지만 비즈니스 접대의 경우는 달라요! 초대자가 안쪽에 앉고,  

손님은 초대자의 오른쪽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이 오른쪽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04 젓가락질도 조심히! 

중국사람들과 식사 시 젓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상대를 

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또한 밥이 담긴 그릇  

가운데 젓가락을 꽂는 것은 제사상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금지 

되고 있으니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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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성남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사업 시작 알림 

ㅇ 사업기간 : 2019. 1. ~ 12. (※ 예산 소진시 까지) 

ㅇ 활용기관 : 성남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ㅇ 방 법  

   - 코디네이터 개별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원 교대 활용 

   - 코디네이터 매칭시간을 감안, 필요한 시점 최소 1주전 신청 

   -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관리시스템」개발‧활용을 통한  

      업무효율성 및 활용기관 편의성 증대 ※ 2019년 상반기  

      개발완료 후 활용 알림 예정  

 

2019년 노보시비르스크 의료관광 판촉전 
및 이르쿠츠크 바이칼투어 박람회 참가 

가. 노보시비르스크 한국의료관광 판촉전 

ㅇ 일 자 : 2019.3.27.(수) 

ㅇ 장 소 : 노보시비르스크 메리어트 호텔(예정) 

ㅇ 내 용 : 시베리아 여행업체, 의료관광 에이젼시, 컨시어지 

              서비스 업체 초청 B2B 워크숍 및 한국의료관광 설명회 
 

나. 제22회 이르쿠츠크 국제관광박람회 ‵바이칼투어′ 

ㅇ 일 자 : 2019.3.28.(목) - 3.30.(토) 

ㅇ 장 소 : 이르쿠츠크 Sib Expo 

ㅇ 주 최 자 : 이르쿠츠크주 관광청 / Sib Expo Center 

ㅇ 행사규모 : 3,500㎡, 부스참가자 약 175개, 9천 방문  

                  *18년기준 

ㅇ 공식후원 : 이르쿠츠크 주정부, 시정부, 동시베리아 상공 

                   회의소 등 

 

“올 한해 모든 일이 잘되시길 빌어요” 

국가별 새해 인사 

I wish you the best of everything this year. 

祝您今年万事如意。 

Zhù nín jīnnián wànshìrúyì (쭈 닌 진녠 완스루이) 

Желаю, чтобы в новом году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줼라유, 슈또븨 브노봄 가두 프쑈 븰러 하라쇼 

아타만나- 안 타씨-라 우무-루카 쿨루하- 비카이린 

피- 하-디히 앗싸나 

Chúc năm nay mọi việc đều suôn sẻ. 

쭉 남 나이 모이 비엑 데우 쑤온 쎄 

Ирэх ондоо сайн сайхан бүхнийг хүсье.  

이레흐 언더- 새-응 새-흥 부흐느익 후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