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운동 100주년 

3·1운동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  

S e o n g n a m  M e d i c a l  To u r i s m  N e w s  L e t t e r  Vo l . 2 5 

S H A R E  H A P P I N E 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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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관광객 추이 

한국 의료 ∙ 웰니스 관광  
해외 인지도 조사 

의료관광 목적지로서의 한국 인지도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 의료관광 방문국 순위에 따라 1위에서 12위의 국가(’16년 기준) 및 쿠웨이트의 20-69세 남녀 

(총 13개국)와 해외 의료 또는 웰니스 관광 이용 경험자 및 향후 3년 이내 의료 또는 웰니스 관광 의향자 4,400명,  

총 5,480명을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진행했어요! 결과를 함께 나눠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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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광 방문국가로 한국 선택 이유 

1위(48.6%) 
의료진의 우수한  

의료기술 

3위(34.1%) 
최첨단 의료장비 

및 시설 

2위(35.8%) 
외국인 환자 대상 

서비스 인프라 

4위(31.8%) 
의료기관 신뢰도 

5위(27.9%) 
의료 안전성 

6위(25.1%) 
적절한 가격 수준 

한국 의료관광 이용 목적 

2위(29.1%) 
입원-치료목적 

3위(12.8%) 
외래-미용목적 

1위(34.6%) 
입원-미용목적 

5위(11.2%) 
외래-치료목적 

웰니스관광 방문국가 선택 이유 

1위(53.3%) 
웰니스 서비스 

다양성 

2위(45.9%) 
적절한  

가격 수준 

3위(39.2%) 
지리적 접근성 

4위(34.5%) 
시설 인프라 

5위(32.5%) 
인적 서비스 

6위(32.0%) 
예약 및 이용 

절차 편의성 

의료/웰니스 정보 이용 매체 

1위(52.5%) 
인터넷 기사/광고 

2위(45.7%) 
가족/친지/ 

지인의 입 소문 

3위(29.8%) 
잡지광고  

및 기사 

4위(29.5%) 
검색광고 

5위(29.3%), 6위(28.5%) 
관련 기업 브랜드 사이트 및 기업 SNS 

공공기관 사이트 및 SNS 
4위(12.3%)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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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식 

“뇌 피로도 테스트” 
진짜 피로한 건 몸이 아니라 뇌?  

몸은 피곤한데 밤에 잠은 안 오고, 어깨와 목은 자주 결린다고요?  

이는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겪는 증상으로 뇌에 피로가 쌓였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  

당신의 뇌 피로도가 얼마나 쌓였는지 알아보고, 풀리는 방법을 확인해 보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만성피로 호소하는 사람이 10만 명을 

돌파한것으로 나타났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피곤한 건 몸이 아니라 뇌 일수도 있다는데요. 자칫 스트레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뇌의 피로는 증상이 없어 인지하기 어려워  

계속 일을 강행하게 되고,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뇌 피로가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장염, 위염, 구내염 등의 질환에 잘 걸리고,  

알레르기 질환과 암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질환이 

잘 생기며, 자율신경 기능까지 영향을 주면  

심장병, 고혈압, 불면증, 우울증을 발생시

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뇌 피로도 테스트! 

1.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중간에 자주 깬다. 

2. 밥맛이 없다.          3. 변비가 있다. 

4. 몸이 이유 없이 나른하다.  

5. 기분이 보통 가라앉아 있다.   

6. 모든 일이 귀찮다.    7. 생각 정리가 어렵다.  

8.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다.  

9. 자책이나 후회를 많이 하는 편이다.  

10. 두통이 있다.           11. 감기 기운이 있다.  

12. 아침에 기상이 힘들다.  

13. 머리가 멍하다.         14. 손발이 차갑다.  

15. 어깨와 목이 자주 결린다.  

16. 일할 때 작은 실수를 한다.  

17. 집중하기가 어렵다.  

18. 가끔 깜빡 할 때가 있다.  

19. 감동할 만한 일이 없다.  

20.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다.  

(매우 심하다 3점, 심하다 2점, 약간 있다 1점, 거의 없다 0점) 

총점        11~20점 : 뇌 휴식이 필요합니다 

               21~30점 : 뇌 피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31점 이상 :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뇌 휴식을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는 자유로운 느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뇌 피로를 절로 풀어지게 

      한대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에 쾌적한 

자극을 주면 피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뇌 휴식은 몸을 쉬게 한다고 풀리지 않아요!   

평소 부정적으로 여겼던 것들에 대해  

‘몸이 힘들면 하루 쉬어도 괜찮다.’  

‘프로젝트에 실패해도 홀가분하다’ 

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편히 갖는 것이 필요해요!  
노을을 보며 바람을 느끼거나, 흐르는 계곡 물을 만지는 등  

신선한 자극을 주어 뇌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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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보 

충청남도 논산 딸기축제 

2019년 3월 20일(수) ~ 3월 24일(일) 

논산천 둔치 및 딸기밭 일원  

SNS를 빛낼 
대한민국 3월 축제  

제주 들불축제 

2019년 3월 7일(목) ~ 3월 10일(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평화로변) 

대구 이월드 별빛벚꽃축제 

2019년 3월 23일(토) ~ 4월 7일(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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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2018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시행 

○ 대상기관 : ’18.12.31 기준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  

○ 조사기한 : ~ ’19. 2. 28.(목) 24시 까지 

○ 보고내용 : ’18.1.1 ~ 12.31까지 유치(진료)한 외국인환자 현황 

○ 제출방법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로그인 후 유치 

    실적보고 (홈페이지에서 관련파일 다운 및 확인) 

○ 홈페이지 : www.medicalkorea.khidi.or.kr 
 

* 유치실적이 없는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무실적’ 제출 

* 실적보고 후 실적보고 현황 or 실적조회에서 확인 요망 

- 문의 : medicalkorea@khidi.or.kr, 1600-6767 

   (내선 2, 평일 9:00~18:00)  

2019 MEDICAL KOREA 

○ 행사명 : Medical Korea 2019 

    (The 10th Global Healthcare & Medical Tourism Conference) 

○ 주제 : 글로벌 헬스케어 「다가올 미래의 발견」 

○ 일시 : ’19. 3. 14.(목) ~ 16.(토) * ‘KIMES 2019’ 동기간 개최  

○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주요행사 : 개막행사, 컨퍼런스, 정책/제도 설명회, 비즈니스미팅,  

     한국병원 체험행사 등 

○ 컨퍼런스 : 국제 의료시장,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견, 의학교육  

    글로벌 교류 협력 전망, 외국인환자 새로운 서비스 전략 모색,       

    디지털헬스케어 전략 및 신시장 모색(7th 전략포럼), 의료 

    서비스 분야 온라인 마케팅 동향, 의료·웰니스 관광의 혁신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세션 구성 등 총 10개 내외 세션  

○ 홈페이지: www.medical-korea.org  

○  Medical Korea 콘퍼런스 사무국  

     Tel: +82.70.7688.3161 / Fax: +82.42.531.5601 /  

     E-mail: medicalkorea2019@medical-korea.org 

http://www.medicalkorea.khidi.or.kr/
https://www.medical-korea.org/fairDash.do?hl=KOR
http://www.medical-korea.org/
http://www.medical-korea.org/
http://www.medical-korea.org/
mailto:medicalkorea2019@medical-korea.org
mailto:medicalkorea2019@medical-korea.org
mailto:medicalkorea2019@medical-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