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ARE HAPPINESS 

2019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에 참가하시고 
준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성남시청 관광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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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 2019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19일 사전행사인 팸투어를 시작으로 전시, 의료기기/의료관광 컨퍼런스, 비즈니스미팅 등  

여러 부대행사가 4일간의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사진을 통해 그간의 행사를 둘러보기로 해요   

총 59명의 의료관광 바이어가 4개 조로 나눠 
성남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8개 기관을 직접 
참관하고 체험도 했던 의료관광  팸투어!  
성남시 협력 의료기관의 다양한 진료과목과  
시설, 설비 등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료관광 바이어들이 팸투어를 진행하는 동안  시청 한누리실에서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 산업 혁신” 이라는 주제로  의료기기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과 인공지능 산업 등 의료기기 산업의 중요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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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 초청한  의료관광, 의료기기  
바이어를 환영하는 리셉션도 진행되었어요!  
많은 내빈들이 참석 해 주시고 자유롭게  
네트워킹을 하는  글로벌한 자리였습니다   

공식행사 첫 번째 날,  
의료관광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진기남 좌장님을 시작으로 
“의료 웰니스 관광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전략” 이라는 
주제로 미국, 일본, 중국 연사님들과 함께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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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의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  
올해는  그룹 잔나비가  축하
공연을 멋지게 해 주셨답니다. 

셋째 날 아침, 의료관광 바이어를 대상으로 
성남시의 8개 의료기관이 홍보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팸투어때 둘러보지 못했던 
기관들에 대한 주요 진료과목과 시설 등을 
발표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발표에 관한 궁금증은 비즈니스 미팅에서 직접 
만나 해결하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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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의료관광  
비즈니스 미팅 

의료관광 컨벤션 행사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했던 비즈니스 미팅이에요 !  
의료관광은 총 28건의 업무협의가 진행
되었고, 의료기기는 $4,213,000의  
계약이 추진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신청하신 바이어에 한해 성남시 관광지를 방문했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이라 실내활동이 가능한 판교박물관과 대광사에 방문 
했어요. 직접 연등도 만들며 즐거운 시간으로 마무리 하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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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일간 진행된 의료관광, 의료기기,  
뷰티 등 전시가 진행되었죠!  
야외에 대형 부스 안에서는 다양한 체험도  
준비되어 있어 시민들도 함께 즐길 수  
있었답니다.  

이번 행사에 함께 참가하시고, 도움주신 분들이 있어 컨벤션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