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관광상품 8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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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Beauty, Happiness- 
Design your life!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이 있습니다. 편리하고 감동적인 의료서비스가 있습니다. 

새롭고 즐거운 여행이 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당신의 인생- 

한국의료관광상품으로 당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세요!

건강과 아름다움, 즐거움이 있는 특별한 힐링여행– 

한국의료관광상품입니다!

Special 
Healing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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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동안 구순구개열 환자로 살았던 저는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꿈에서나 그려보았던 제 참모습을 

찾았습니다. 이젠 마음껏 웃을 수 있어서 무척 행복합니다. 

저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구순구개열 수술을 받은 러시아 아가씨 마르가리타

우즈베키스탄에서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은 저는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일 때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많이 호전되어 삶의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첨단 의술로 제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주신 

의료진들은 오랜 친구처럼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여성 꾸르만바에바 마리나(Kurmanbaeva Marina)

고도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에 시달렸던 저는 한국에서 

위절제술을 받고 획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하였으며 잃었던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몸매, 건강과 함께 

자신감도 되찾아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수술 받는 제게 성실한 설명과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주셨던 의료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고도비만 환자였던 뉴질랜드 여성 쟈스민 샤샤

한국의료관광, 
치료 이상의 힐링이 있습니다!

한국의료관광은 국경을 초월한 무료시술 의료봉사 프로젝트 

‘나눔의 의료관광’을 통해 휴머니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Smile!

Wish!

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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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아프고 계속 토했는데 병원에서 내 머리에 혹(뇌종양)이 

자라고 있어서 그런 거랬어요. 엄마는 저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전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다 나았어요.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뇌종양 수술을 받은 6살 베트남 소녀 마이 펑 탕(Mai Phuong Trang)

우린 한번도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도 배울 수 없었어요. 

엄마아빠만큼 슬퍼하진 않았지만 엄마아빠 목소리는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제 귀를 고쳐주는 수술을 받았어요. 귓속에 고장난 

달팽이관 대신 새로운 달팽이관(인공와우)을 넣는 거래요. 이제 우리는 

조금씩 소리를 듣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 참 듣기 좋아요!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인도네시아 어린이 Artalita Dwi Aryani과 Muhammad 

Fayyadh Aqilla Autha

저는 일곱 살인데도 친구들처럼 신나게 달리지도,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곧아야 할 

제 척추가 휘었고 척추관이 붙는 협착증이기 때문이래요. 너무 슬퍼하시는 엄마아빠 

때문에 뛰고 싶다는 말도, 아프다는 말도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고 놀랍게도 

제 친구들처럼 건강하게 되었어요. 내 고향 베트남 티하는 하노이의 산골마을, 저는 

이제 산골짜기를 맘껏 달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저도 커서 아픈 사람을 돕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은 베트남 어린이 쾅티하(Quang Thi Ha)

Play!

2011년 7월, 당시 생후 5개월이었던 제 아들 텔맥을 안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반가움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당시 텔멕은 입술과 입천장이 갈라져 젖을 먹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걱정과 달리 수술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준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순구개열수술을 받은 몽골 환아 텔맥(2세)의 어머니

Future!

Health!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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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료관광개발은 한국의 해양수도이자 의료관광 허브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의료관광서비스 

운영업체로서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며 고객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의료관광

상품 기획에서부터 홍보 및 마케팅은 물론 다국어 콜센터 지원, 출입국 에스코트, 원-스톱 서비

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의료기술에 관광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 접목하여 의료관광상품의 품격

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www.koreamtd.com

고려의료관광개발
 82-51-807-8200   82-51-807-6900

Medical Counselor
 중국어 82-10-3391-0333

 일본어 82-10-4269-0594

 영어 82-10-4559-1444

 러시아어 82-10-2126-1965

 koreamtd@hotmail.com

저희 고려의료관광개발은 선진 의료기술이 풍부한 파트너 병원

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1:1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부산지역의 해양 인프라, 자연치유, 테라피 등을 

연계하여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EO 김 재 희(金宰希) Kim Jae Hie

“독창적인 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갑니다!”

행복한 시너지를 만들어갑니다
고려의료관광개발은 한국의 아름다움과 선진 의료 기술을 세계에 알리며 의료관광서비스의 선도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의 행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려의료관광개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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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세밀한 건강진단을 해드립니다

해운대백병원 종합건강검진
여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치료합니다

엘리움 여성병원 여성질환 치료

전문화된 건강검진 노하우를 축적한 해운대백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기본종합건강진단 프로그램

을 기초로 하여 질환별 특성에 맞춘 특화정밀건강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독립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의학영상정보시스템(PACS), 병리검사정보시스템(LIS) 등의 첨단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

하고 정밀도 높은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종합검진센터에서는 VIP고객을 위한 Silver(실버)건강진단 및 Gold(골드)건강진단 등의 정밀건강진단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VIP숙박정밀건강진단 프로그램은 VIP전용병실에서 안락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진

단할 수 있으며, 모든 검사과정을 전문코디네이터가 1:1로 안내해 드립니다. 

여성질환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진료 및 치료 시스템을 갖춘 엘리움 여성병원에서 산부인과 질환

을 비롯하여 건강검진, 피부미용, 성형, 체형교정클리닉 등과 관련된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해운대백병원 건강검진

www.koreamtd.com고려의료관광개발

 VIP숙박검진(1박2일: 500만원) 기본 + PET_CT + MRI + 심장정밀검사

 골드검진(360만원) 기본 + PET_CT + 심장정밀검사

 실버검진(270만원) 기본 + 뇌 MRI + CT 3종 + 초음파

 여성정밀검진(130만원) 기본 + 복부 & 골반CT + 초음파 3종 + 내시경 2종 + 특수혈액검사

 남성정밀검진(125만원) 기본 + 흉부CT + 초음파 3종 + 내시경 2종 + 특수혈액검사

 기본검진(45만원)  기초검사 + 심폐기능검사 + 소화기검사 + 혈액검사 + 여성(부인과, 유방)검사

여성 진료 센터

산부인과 질환, 여성 암, 여성 성형 등에서 특화된 3D 복강경 수술을 실시하는 등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진료 

및 치료시스템을 갖춘 여성전문센터입니다. 

• 여성 정밀 검사(초음파) 100,000원 ~ 200,000원 

• 부인과 성형수술 3,000,000원 ~

피부ㆍ비만ㆍ체형 센터

여성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는 건강, 미용 전문 의료센터입니다. 노화방지를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에서부터 

산모들의 산전, 산후 건강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고품격 메디컬 센터입니다.

• 피부 재생 프로그램 140,000원 ~ 600,000원 

• 쁘띠 성형 390,000원 ~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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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거리ㆍ국제시장ㆍ자갈치시장

부산국제영화제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영화의 거리, 부산 사람들 특유

의 활력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둘러봅니다.

천년고도 경주

천년 전 찬란한 신라문화의 보고 불국사를 비롯하여 웅장한 왕릉, 밀레니엄

파크를 둘러보고 한류드라마의 세트장을 구경합니다. 

FREE TIME IN bUSAN – SHoPPING

세계 최고 규모의 백화점을 비롯하여 면세점, 복합 쇼핑센터 등이 있어 쇼핑

천국으로 불리는 부산에서 쇼핑을 즐깁니다. 

해운대 바닷가와 인근 명소

빼어난 바닷가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부산의 명소 해운대를 찾아 APEC정상

회담 개최지였던 누리마루, 바닷가의 아름다운 사찰 용궁사를 관광합니다. 

     비빔밥과 한정식

맛과 영양을 고루 갖춘 한국음식의 대명사 비빔밥과 각종 나물, 육류, 해산물이 한 상 

가득 차려지는 한국 고유의 한정식이 제공됩니다.

1
Day

2
Day

3
Day

4
Day

www.koreamtd.com고려의료관광개발

저는 오래 전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전체에 심각한 피부손상을 입었습니다.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상처 입은 제 피부를 보면서 늘 아쉬운 마음이 컸지요. 우연한 기회에 한국의료관

광을 접한 저는 한국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의료진의 정성과 뛰어난 치료기술 덕분

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통해 걷기조차 힘든 상태에서 힘찬 발걸음으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결실을 안고 저는 걸어서 러시아로 돌아

갑니다. 제 수술을 맡아주신 해운대백병원 정형외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너무

도 친절했던 통역, 간호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VERA(러시아)

러시아 이르쿠츠크 주립병원 마취과 의사인 우리는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친절한 

의료진의 환대로 첫 방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의사연수는 매우 유익했습니다. 우리는 현

대적인 장비와 마취과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찰스 교수의 강의를 받

고 수술방에서 실습을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취과의 모든 의사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영어수준도 높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항상 친절하고, 가

족처럼 대해주신 마취과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사다희 예카테리나, 시피치나 발레이아(러시아 이르쿠츠크 주립병원 마취과 의사) 이르크츠크

휴머니즘 가득한 한국의료관광!고객 인터뷰

ToUR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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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메디스는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기업 현대그룹과 한라그룹이 투자한 종합 의료 서비스 전문기

업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40여 개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엄선

한 프리미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50여 개 국가에 있는 현대메디스의 

파트너들과 협력, 교류하면서 각종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의 앞선 의료기술을 전파하

는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www.hyundaimedis.com

HYUNDAI MEDIS
 82-2-712-0791   82-2-712-0792

Medical Counselor  조현준 이사 (Stephen Cho)

 help@hyundaimedis.com

현대메디스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행복을 창조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의료 서

비스를 펼쳐 경쟁력 있는 위치를 확보해왔으며 폭넓고 심도 

있는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CEO 신 중 일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고객의 행복을 창조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세요!
21세기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현대메디스. 

오늘도 당신의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YUNDAI MEDI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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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얻은 새로운 세상 - Seoul詩線(서울시선)

Eye | Lasik Surgery
불임의 벽을 넘어 생명탄생의 기쁨을 - Lady Medi-I

Fertility Clinics

청장년층의 라식시술부터 노년층의 노안수술까지 세대별로 체계화하여 구성한 상품입니다. 첨단 시력교

정술을 통해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맑고 깨끗한 시선을 선사합니다. 시술 후에는 긴장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고 기운을 북돋워 회복에 도움을 주는 한방 치료가 제공됩니다. 

안과 

한국 안과 최초로 JCI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시력교정술 14만 건의 풍부한 임상자산을 확보한 서울 밝

은 세상안과에서 첨단 기술력의 다빈치 크리스탈 플러스 라식과 노안교정술을 시술합니다. 라식수술은 

수술 후 2~3시간 내에 0.8 이상으로 시력회복이 가능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며 노안수술은 수술 

후 퇴행을 예방하기 위해 4번으로 나눠 필요한 부분을 정교하게 교정합니다.

한방

한·양방 진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광동한방병원에서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두한족열요법과 기

운을 활성화시켜주는 순기행기요법을 펼칩니다.  

 1-Day 2-Day 3-Day 4-Day

 시력검진 안과시술 오행프로그램 중간검사

기본 3박 4일 일정 : PAKAGE \2,500,000~ (안과 시술비 별도)

대한민국 최고의 임신율과 분만율을 보유하고 있는 제일병원이 시험관 수정 및 배아이식 시술을 하며 

이은미 한방병원의 협진으로 기순환을 활성화하는 한방불임 클리닉을 동시에 실시해 가임율을 높입니

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양방, 한방 치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30일 소요 (가격은 시술 내용에 따라 상이합니다.)

한국
도착

건강
검진

힐리언스 휴양
한방 

보궁단 
치료

임신
반응
검사

한방을 이용한 보궁, 
좌훈, 보환, 보약 요법

출국

한방 자궁 
기능강화
전신경락

복부화주경락

병원
외래

기본
검사

과배란 유도기

시험관 수정 및 배아이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www.hyundaimedis.comHYUNDAI ME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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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Homepage, e-mal, Call Center를 통해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출입국 비자관련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며 항공업무 및 호텔 EXPRESS 체크인 서

비스를 해드립니다.

• 입국시 현대메디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코디네이터가 공항에서 당신을 맞이해 준비한 차

량으로 병원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체류

• 전문 의료 코디네이터가 동행하며 입원수속 및 모든 의료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 환자와 보호자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 제공합니다.

•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함께 헤어, 네일 등 뷰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출국

• 승용차, 앰뷸런스 등 고객의 상태와 요구에 적합한 차량을 제공하여 출국을 도와드립니다. 

이때 전문 교육을 받은 코디네이터가 직접 환송해드립니다.

•본국으로 귀국하신 뒤에도 제휴 병원을 통해 관리해드립니다. 

• 이메일을 통해 건강관리 점검 서비스, 건강상태에 대한 질의 응답 및 피드백을 해드리며 

기념일 서비스, 건강관련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문화 체험 | DMZ 투어

한국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실 수 있으며, 도심 속에서 휴식을 즐기

는 템플라이프, 자연에서 한국 전통문화와 명상을 체험하는 템플 스테이 등 

힐링 프로그램, DMZ 투어는 물론 K-POP공연, 난타 등 유명 뮤지컬을 감상하

실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 및 헬스 케어

성별과 연령, 건강상태에 따른 건강검진 및 성형, 피부과, 한방, 안과, 치과, 

부인과, 줄기세포 치료 등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헬스케어 및 치료

를 선택,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 모든 헬스케어 및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

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티 투어 | 서울야경 투어

고궁, 한옥마을 등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을 돌

아보는 시티투어, N서울타워와 북악스카이웨이에

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야경투어 등 서로 다른 표

정의 서울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FREE TIME IN SEoUL – SHoPPING

대규모 전통재래시장과 면세점, 복합 쇼핑센터 

등에서 다양한 쇼핑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고품격 스파 체험

황후테라피, 궁테라피, 귀족테라피 등 몸 상태에 따른 품격 높은 스파체험을 

통해 다음날 일정을 대비합니다.

     특별 한정식 코스

인기 한류드라마 <대장금>을 모티브로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식사를 현대메디

스를 통해 맛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메디스에 예약하시면 ONE-STOP으로 입국부터 출국까지 체계적으로 케어하여 
드립니다. 

HYUNDAI MEDIS 
SERVICE PRoCESS

STEP. 1

STEP. 3

STEP. 2

1
Day

2
Day

3
Day

4
Day

5
Day

www.hyundaimedis.comHYUNDAI MEDIS

고궁, 한옥마을 등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을 돌

아보는 시티투어, N서울타워와 북악스카이웨이에

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야경투어 등 서로 다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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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즈는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있는 의료관광 컨설팅 기업입니다. 부산 소재 병원들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시설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검사와 치료를 할 수 있도

록 도와드립니다. 암 및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 질병뿐만 아니라 비교적 간단한 시술, 미용과 성

형, 불임, 건강검진, 한국의 전통 의학인 한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

한민국의 의료기관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광,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www.cobizkorea.com

CobIz
 82-51-203-6401   82-51-203-6461

Medical Counselor  
러시아 담당 전무 : 김순현 金順賢   sbetakim@naver.com

일본 담당 : 박소라, Park Sora, 朴ソラ   busansora@naver.com 

중국 담당 : 포춘령, Baochun-ling, 包春玲   baobao4620@126.com

코비즈는 공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해

외 환자 유치 선도업체로 선정 되었으며, 부산시와 의료관광 

서포트를 위한 협약을 맺은 업체이기도 합니다. 나눔의 의료

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코비즈는 앞

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

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CEO 이 홍 주

“공신력을 갖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꿈꿉니다
코비즈는 동북아시아의 의료허브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의 의료관광 선도기업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의

료의 우수성을 알리며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o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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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효과적인 연계 프로그램 제공

BIM 파트너스
신뢰도 높은 암 치료 전문 병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분야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부산지역 5개 병원 8개 분원이 연계하여 결성한 BIM 파트너스는 

부산 주요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 전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한, 테즈락크루즈, 아쿠아리움, 부

산시티투어 등과 함께 고객에게 최적의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 전문 병원인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은 흉부암, 부인암, 소화기암,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 유방암, 

뇌종양 등 6대 암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의 의료장비와 풍부한 진료실력을 갖춘 의료진들

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이 빼어나게 아름다워 암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사이버나이프센터

• 안전하고 정확성 높은 수술 :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칼을 대지 않고 방사선으로 안전하며 수술의 정확도가 높

은 사이버 나이프(Cyber Knife) 수술을 합니다. 

• 환자 친화적 수술 : 기존 수술방법에 비해 치료 가능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통증 없이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 친화적인 수술시스템입니다. 

• FDA 승인 : 전신용 방사선 수술시스템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신뢰성 높은 수술입니다. 

로봇수술센터

• 한발 앞선 의료기술 : 21세기 최첨단의료기술의 집약체로 일컫는 다빈치로봇을 2010년 개원 당시부터 도입

하였습니다. 

• 첨단 기술의 집약체 : 다빈치 로봇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당시 시대를 초월한 인체에 대한 뛰어난 이해에 

필적하는 획기적 기술력의 집약체입니다. 

• 우수한 결과의 초정밀 수술 : 10~15배 확대된 3D입체영상을 제공하는 다빈치로봇은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

게 하여 보다 향상된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강동병원(정형외과 전문) (unit. won)

관절(무릎, 엉덩이) 16,970,000 ~

척추 9,770,000 ~

관절, 척추 정밀검진 1,100,000 ~

● 노블레스(성형외과 전문) 

주름 성형 4,300,000 ~ 6,500,000

유방 성형 5,000,000 ~ 8,700,000

체형 성형 2,000,000 ~ 5,500,000

● 성모안과병원(안과 전문) 4,300,000 ~ 6,500,000

라식 2,200,000 ~ 2,700,000

● 이엔이 치과(치과 전문) 

임플란트 국산 1,700,000 ~

 수입 2,200,000 ~

심미보철 700,000(개당) ~

미백set 350,000 ~

● 킴스(피부과 전문)  

IPL + SONO(초음파 관리) 350,000 ~

레이져 토닝 + SONO(초음파 관리) 350,000 ~

www.cobizkorea.comCobIz

의료서비스 및 상품가격  [10% 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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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은 1살 때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 양쪽 손이 굽어져 버리는 사고를 당했습니

다. 안타깝게도 제 나라우즈베키스탄에서 딸 아이의 수술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

던 중 남편이 일하고 있는 한국의 통영에서 멀지 않은 부산에 [코비즈]라는 의료관광회사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남편의 지인 가운데 코비즈를 통하여 의료 서비스

를 받은 분이 계셔서 그 분을 통해 치료를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먼 나라 한국

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딸 아이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서 붙었던 손가락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처음에는 걱

정도 많이 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수술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입원해 있는 동안 병원 관계자분들께서도 딸 아이를 많이 귀여워해 주셨고, 저희

도 어느 샌가 그분들과 친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고향인 우즈베키스탄

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있는 3개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딸아이가 다른 사람들처럼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딸아이의 모

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저의 딸아이는 한국에서 새롭게 태어났습

니다. 여기서의 시간은 저희에게 평생 추억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모흐라르오이 (우즈베키스탄)

영도, 태종대 

부산의 부속섬인 영도는 부산토박이들의 독특한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곳

이며 아름다운 해안산책로를 간직한 곳입니다. 태종대에서는 수려한 해양경관

을 둘러보고 온천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부산의 중심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부산의 중심지인 남포동과 중앙동을 둘러봅니

다. 부산국제영화제의주무대인 남포동에서 한류를 느끼고 부산역 부근의 중

앙동에서는 예로부터 형성되어온 전통 시장골목을 산책하며 부산의 활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서면

국제도시 부산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번화가입니다. 또한 이곳 서면은 한

국에서 가장 큰 메디컬 스트리트가 있어 부산의 앞선 의료관광서비스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 주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해운대의 아름다운 경관과 부산 아쿠아리움, 동

백섬 누리마루, 한국의 몽마르뜨로 불리는 달맞이고개 등 인근 명소를 둘러

봅니다. 

     싱싱한 바다의 맛

청정바다가 가까운 부산에서는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고기, 돼지국밥, 한정식 등도 미각을 돋우어 줍니다.

1
Day

2
Day

3
Day

4
Day

www.cobizkorea.comCobIz www.cobizkorea.com

“저의 딸아이는 한국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고객 인터뷰

ToUR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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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라다이스T&L은 국내외에서 유수의 호텔을 운영하며 24개 계열사를 보유한 파라다이스그룹

의 계열 의료관광기업입니다. 고품격 관광서비스를 바탕으로 선진 의료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의 

대형종합병원 및 유명 클리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메디크로바는 한국 내 지점규모 1위의 

피부과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 하고 있는 오라클메디컬 그룹의 의료관광부문 자회사입니다. (주)파

라다이스T&L과 메디크로바는 차별화된 의료관광 프로그램으로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드립니다.

www.paradisetnl.com | mediclover.net

메디크로바는 시술 예약에서부터 사후관리(After Care)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표 이재준(李在浚) Lee Jae Jun

“경쟁력을 키우며 신뢰를 높여갑니다”

새로운 감동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미래를 여는 창이며 지금 이 순간은 미래의 중심입니다. ㈜파라다이스T&L과 메디크로바는 보

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열어가는 당신께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갑니다.

파라다이스T&L | 메디크로바

(주)파라다이스T&L은 고객의 욕구에 화답하는 맞춤형 서비스

로 아름다운 여행을 약속합니다. 특히 의료관련 전문가들이 친

절한 상담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드립니다.

CEO 최종문(崔鍾文) Choi Jong Mun

“차원이 다른 만족을 드립니다”

파라다이스T&L

Medical Counselor  이지민 (Lee Ji Min, 李志敏)  bombjm@paradian.com

 82-2-2260-2043   82-2-2268-2002

메디크로바

Medical Counselor  나혜리 (NA HYE RI, 罗惠俐)

 mediclover1@daum.net   82-70-4603-158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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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돌아보는 건강한 삶

웰빙 헬스 투어(쁘띠)Ⅰ
자신을 사랑하는 현명한 방법

웰빙 헬스 투어(건강검진)Ⅱ

한국 최대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 대한민국 대표 우수기업 인증’을 수상한 바 있는 오라클 피

부과에서 성형 및 피부관련 시술을 받는 상품입니다. 숙련된 의료진이 시술하는 미용성형클리닉을 비

롯하여 레이저클리닉, 보톡스ㆍ필러클리닉, 비만ㆍ지방이식클리닉 등 앞선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메디컬스킨케어, 레이저 및 미용시술, 탈모치료 등 연령별,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국내외에서 풍부한 학술활동과 임상경험을 쌓은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춘 전문의료진이 시술합니다.
●  혈액종합(간기능, 신장기능, 지질대사, 갑상선기능, 당뇨, 간염, 종양표지자, 혈액질환, 소변검사 등) 위장검사

(수면위내시경 또는 조영촬영), 복부초음파, 심전도, 흉부촬영, 안저, 안압, 폐기능, 체성분, 동맥경화검사, 골

밀도(X-선 Spine), 부인과검진(유방촬영, 자궁경부암검사), 기초체력검사, 진찰, 상담

48명의 숙련된 의료진과 PET, CT, MR, 대장내시경, 경동맥초음파, 심장초음파 등 첨단장비로 약 2시간

에 걸쳐 정밀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

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암진단율을 기록할 정도로 한국의 건강검진 의료기술

은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전통의 힐링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통해 새로운 문

화를 즐기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킵니다.

www.paradisetnl.com | mediclover.net파라다이스T&L | 메디크로바

기본 4박 5일 일정 : PAKAGE $1,035~ (병원비, 항공비 별도)

기본 4박 5일 일정 : PAKAGE $1,175~ (병원비, 항공비 별도) 1-Day 2-Day 3-Day 4-Day 5-Day

 입국 성형 & 피부 시술 오전 시술/관광 오전 시술/관광 관광/출국 
 1-Day 2-Day 3-Day 4-Day 5-Day

 입국 검진/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관광 관광 한방체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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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사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고찰 가운데 하나인 강화도 전등사에서 참선, 108

배, 발우공양 등 사찰 수행자들의 일상을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템플스테이에 참가합니다. 

삼청동, 인사동

삼청동과 인사동은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등 한국의 고궁이 가까이 있으며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마을을 살펴볼 수 있는 고풍스런 곳입니다. 전통문화

를 잇고 있는 장인들의 공방이 있는가 하면 현대적인 갤러리가 즐비한 문화

의 거리가 있습니다.

동대문, 명동

젊음의 거리, 쇼핑의 거리로 불리는 동대문과 명동은 최신 유행하는 한국의 

패션 및 그와 관련 있는 다양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패션쇼핑몰의 밀집지

역입니다.

코엑스

코엑스는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대형쇼핑몰이자 최신시설의 영화관, 650여

종 40,000마리의 수중생물이 전시 되어 있는 한국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한식의 뿌리를 알 수 있는 김치박물관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공간

입니다. 

     또 하나의 즐거움, 한국음식의 향연

갖은 양념이 조화를 이뤄 고기의 맛을 더한 불고기, 다양한 식재료가 조화를 이룬 

비빔밥, 담백한 보양식 삼계탕 등 다양한 한국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Day

2
Day

3
Day

4
Day

파라다이스T&L | 메디크로바 www.paradisetnl.com | mediclov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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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T&L과 메디크로바의 특징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를 비롯하여 항공, 숙박, 관광, 전용차량, 통역서비스 등 의료관광에 필요

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드리는 시스템을 구축, 최적의 의료관

광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의료관련 전문가들이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병원을 제안해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립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모든 서비스에는 실비 이외의 수수료가 따로 없습니다. 치료비는 직접 병원에 

납부하게 되고 병원에서 상세진료비 내역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파트너 병원들과 함께하는 혜택과 이벤트

파트너 병원들과 함께 가격할인, 추가 무료시술, 관련제품 제공 등 다양한 혜

택과 이벤트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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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케어는 대한민국의 국제의료 협력 비즈니스를 선도하며, 한국의 최첨단 의료기술과 선진 의

료서비스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있는 Global Healthcare Service Group입니다. 국제의료 협

력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병원 간 제휴, 병원 서비스 수출, 병원 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관광공사 선정, 최우수 의료관광상품 판

매업체로서외국인 고객과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기반으로 한국 의료의 국제화를 선도

하고 있습니다.

www.hucaregroup.com

휴케어
 82-2-519-8030

Medical Counselor  
정태성 (Jeong Tai Sung, 郑泰成)   jsh@hucaregroup.com  

휴케어는 세계 각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소정의 병원 서

비스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이 문화권별 문화 패턴과 의료시

스템을 접목하여 맞춤 의료관광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토털 헬스 케어로 최상의 의료서

비스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대표 정승호(郑丞皓) Jeong Seung Ho

“만족스런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의료관광의 든든한 친구
휴케어는 한국의료관광을 생각하는 고객의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한국 병원의 유능한 마케팅 파트

너로서 신뢰를 구축해온 기업입니다. 의료관광서비스 전문인력이 의료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적

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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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결혼, 위대한 탄생
더 젊고 생기있는 삶을 가꿔주는 안티에이징

휴케어안티에이징 패키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건강과 미용, 관광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취향에 맞추어 오직 둘

만을 위해 준비한 웨딩 프로그램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낭만적인 서울의 명소를 관광하고 웨딩 스

튜디오 촬영을 하면서 미백, 리프팅 등 효과적인 피부과 시술 및 케어를 통해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가

장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 (택1)

피부 진피층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피부탄력과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얼굴 주름(미간/팔자주름/이마) - 사각턱

- 종아리 - 다한증 치료

보톡스 (택1)

미세 크리스탈 입자 등으로 피부를 정교하게 필링(박피)하여 모공축소, 잔주름개선, 각질 및 피지 제거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코필러 - 이마 - 팔자 주름

한국의 미용성형 기술은 정교하고 높은 완성도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동안 성형 프로그램

으로 만족감을 드리며 최신 설비로 당일 치료의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후 비교적 짧

은 시간 내에 일상 생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www.hucaregroup.com휴케어

1박 2일 코스 / 총 예산 견적 : 8,888 RMB

 웨딩 메이크업, 헤어샵 + 드레스, 턱시도 대여 + 웨딩 촬영(스튜디오,야외)

 관광 경복궁 + 청와대 + 서울 북촌 마을 + 한강 유람선(서울야경)

 의료 피부과 :  더모톡신(리프팅 + 모공축소) or Gentle Max(탄력 + 모공축소) or 

메조큐어(미백 + 보습 + 진정) 중 택 1

3박 4일 코스 / 총 예산 견적 : 40,000R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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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쇼핑

쇼핑천국으로 불리는 서울의 상가지역으로 특히 최신 패션, 미용관련 

상품들을 총망라하여 쇼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경복궁, 청와대

조선시대 왕궁이었던 경복궁에서는 품격있는 왕가의 정치상과 생활상을 살

펴볼 수 있으며 오늘날 한국 대통령의 관저인 청와대에서는 전통과 현대가옥

의 조화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강 유람선, 서울 야경

한국의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한강은 특히 아

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합니다. 낭만적인 한강 유람선을 타

고 서울 야경을 즐겨보세요.

북촌한옥마을

한국의 전통 가옥인 기와집이 밀집한 고풍스런 한옥마을, 북촌의 정다운 골

목길을 걸으며 이색 갤러리 및 전통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들의 공방을 구경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한국의 맛에 빠지다

아름다운 산과 들, 바다가 있는 한국에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식자

재로 음식을 만듭니다. 채소의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비빔밥, 한국음식의 대명

사인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 대표적인 보양식 삼계탕 등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1
Day

2
Day

3
Day

4
Day

휴케어 www.hucaregroup.com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휴케어는 시술의 만족은 높이고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는 체계적인 의료관광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ToUR 
CoURSE

온라인ㆍ방문ㆍ전화 상담을 통해 의료시술에 대한 상담 진행상담

상담내용과 진료비에 대한 견적서 발송진료견적서 송부

진료예약일을 코디네이터를 통해 확인진료예약

한국에 입국하여 호텔 예약한국도착

코디네이터의 안내로 병원 시술, 시술 후 호텔에서 안정 및 휴식병원방문, 시술

한국의 명소 관광한국관광

시술 후 6개월간 사후관리 제공출국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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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KO&C한국의료관광은 일반의료관광, 성형미용관광 등 고객의 욕구를 반영, 의료와 관광상품

을 접목시킨 매력적인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10년간 업계를 선도하며 꾸준히 경쟁

력을 쌓아온 결과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2010년, 2012년 4년 연속 의료관광 선도기업’으

로 선정되어 그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탁월함과 정직함을 밑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www.KoNC.com

MIDICAL ToUR INC.
 82-2-532-1114

Medical Counselor  박수진 (Park Su Jin, 朴秀珍)

 KCT@Chol.com

저희 KO&C한국의료관광은 유능한 전문인력과 다종언어에 능

통한 훈련된 우수한 가이드들이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늘 고객을 중심에 두고 최고의 서비스를 구상하

며 업계 선도기업의 자부심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대표 김용진(金容震) Kim Yong Jin

“선도기업의 자부심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대표 의료관광브랜드를 만나세요!
(주)KO&C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지정된 중국 전문법인 의료관광 유치업체입니다. 10년간  

의료관광 업계에서 쌓아온 노하우로 고객 여러분을 안전하고 즐거운 의료관광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주)코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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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꼭 필요한 건강검진과 휴식의 시간

행복여인헬스투어
나이를 잊은 동안 피부 만들기 

아름다운 뷰티투어

행복의 첫째 조건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바탕을 이루고 있지 않다면 천성적 아름다움도 금세 빛을 잃

고 맙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은 정성껏 가꿔가는 여인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꿔

가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전문 건강검진과 네일케어, 화장품공장 견학 및 화장교육 등의 미용컨텐츠 체

험, 전통공연관람 등으로 알차게 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피부는 건강과 아름다움의 바로미터입니다. 푸석푸석하고 처지고 주름진 피부를 포기하지 마세요. 앞

선 피부시술을 통해 피부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선물해드립니다. 한국의 저명한 성형병원인 ‘아름다운

나라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탁월한 노하우와 최신 의료기술로 이루어지는 시술은 간편하지만 그 효과

는 기대 이상입니다.

www.KoNC.com코엔씨

피부 표면의 불필요한 각질을 정리하여 피부결을 부드럽게 하고 잡티, 주근깨를 없애며 비타민 성분과 산소 

공급을 통해 미백 효과를 냅니다. 

생얼 만들기 코스(100만원)1인당요금 (40만원)

 1-Day 인천공항 도착후 서울시내관광

 2-Day  이대목동병원에서 여성전문 건강검진

헤어샵, 네일케어

 3-Day 수원화성 행궁, 메이크업 강좌, 이천 스파비스 온천

 4-Day 김치 담그기 체험, 한복 체험, 남산한옥촌 관광

 5-Day 이대목동병원 검진결과 상담, 출국

● 포함사항 : 호텔/식사/차량/입장료

● 불포함사항 : 병원검진비용/가이드팁/국내외항공료/공항세ㆍ항만세/옵션/개인소비)

미세전류와 초음파 진동을 이용하여 피부에 초강력 수분과 미백 성분을 침투시켜 미백효과는 물론, 유수분 

균형을 맞춰 피부에 탄력을 주는 시술입니다. 

미소 짓게 만드는 피부 만들기 코스(100만원)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부 깊숙한 곳까지 강력한 열을 전달해 피부노화로 늘어진 콜라겐을 수축시킴과 

동시에 콜라겐 재생성 유도하여 주름을 개선, 탄력있는 피부를 만들어드립니다.

탱탱 피부 만들기 코스(3,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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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물관

한국의 인기있는 관광 특산물인 김의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하

고 한복체험을 동시에 할수 있는 김박물관은 색다른 추억을 선

사해 드릴 것입니다.

수원화성 행궁

조선시대의 궁이었으며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수원화성 행궁은 한류드라마  

<대장금>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온천

온천욕은 피부건강은 물론, 신체의 신진대사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미네

랄과 유황성분 등이 풍부한 이천 스파비스 온천, 아산 도고온천에서 온천욕

도 즐기고 한국의 온천문화를 경험합니다.  

경복궁, 독립기념박물관

경복궁은 한국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다섯개의 궁궐 중 첫번째로 만들어진 

곳으로 한국 왕실문화와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1987년 국민모금운동으

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한국 근대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명소입

니다.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한국음식

채식 위주로 다양한 식자재로 만들어져 세계적인 건강음식으로 조명받고 있는 다

양한 한국음식을 제공합니다. 우수한 맛과 영양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한국음식의 

세계를 즐기세요. 

1
Day

2
Day

3
Day

4
Day

코엔씨 www.KoNC.com

저는 중국 북경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주)코앤씨를 통하여 한국

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주)코앤씨는 제 여정을 아주 편안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진료

예약에서부터 의료비자신청 및 숙박, 식사, 이동에 이르기까지 전혀 신경쓰지 않고 다닐 

수 있었죠. 업무효율 또한 같은 직장인으로서 감탄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수행해준 가이

드님도 며칠동안 함께 다니면서 다정하고 친절하게 배려해 주셔서 마음이 매우 따뜻했어

요. 코앤씨에서 선택한 병원의 교수님과 간호사분들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가 깊어 검진

기간 내내 마음이 편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편한 마음으로 바로 직장업무를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주)코앤씨에서 저의 여정을 준비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

을 전하고 싶습니다. 

- LiMeiYang (CHINA, BEIJING)

저는 작년에 코앤씨를 통해서 한국에 가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저는 

저의 요구사항 등을 코앤씨에게 얘기했어요. 코앤씨는 저한테 3개 다른 병원의 수술비용 견

적서, 그리고 수술방안을 참고로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코앤씨에서 안내해주는 

병원들은 한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병원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완전히 낯선 나라인 한국여행

을 위해 코앤씨는 저에게 숙련된 기사가 운전하는 전문차량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공

항, 호텔, 병원 어디든 편리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모든 시간에 코앤씨

의 전문 중국어 직원이 옆에서 늘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면을 통해서 코앤씨가 

얼마나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서비스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늘 관심을 갖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너무 따

뜻한 느낌입니다. 중국으로 돌아올 때도 코앤씨 직원은 자주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수술 

회복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가서 성형수술을 받은 것은 비용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하

지만 수술효과, 그리고 서비스면에서 매우 만족합니다.

- ZhangXiyang (CHINA, WEIHAI) 

“고맙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서비스!”고객 인터뷰

ToUR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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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투어ITC는 2003년 9월 설립되었으나 1993년에 설립되어 2,000여명이 넘는 직원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최대 여행기업으로서, 13년 연속 해외여행 및 항공권판매 1위를 달성해

온 하나투어에서 100% 출자해서 설립한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입니다. 2008년 10월,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의료관광 업무제휴를 시작으로 동아대, 관동대, 한양대를 포함해 한국 최고 수준의 15

개의 의료기관과 제휴를 체결하여 엄선한 의료관광서비스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www.hanatouritc.com

하나투어ITC
 82-32-398-6670   82-2-6234-2308

Medical Counselor  조유리 (Julia Jo, 曺有利)

저희 (주)하나투어ITC는 2006년 상해지사를 통해 중국 여

행객을 본격적으로 유치한 이래, 연간 10만명의 외국인관

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인프라와 고객

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앞선 의료관광상품을 선보일 것

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이사 왕인덕(王仁德) Wang In Deok

“탄탄한 기반에서 고객의 신뢰를 쌓아갑니다”

풍부한 노하우로 최상의 서비스를!
(주)하나투어ITC는 한국 여행업계 1위 업체인 하나투어의 우수한 관광 서비스 인프라와 한국 최고 수

준의 15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탁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투어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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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명소와 막걸리 피부관리의 매력 속으로

한국 Beauty Tour 3박4일
Hanatour International 

Service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류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전통주 막걸리를 의료분야

에 접목한 이색적인 의료관광상품입니다. 쌀로 만드는 막걸리는 미백성분과 보습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피부미용에 효과적인데 아름다운 피부과에서 막걸리의 이러한 효과를 이용하여 피부 진피층 깊숙이 좋

은 성분을 전달하여 피부를 보다 맑고 탄력있게 가꾸어줍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유일한 DMZ투어 등

으로 인상적인 의료관광을 선사합니다. 

Good Business, Good Service
하나투어 인터내셔널은 다양한 인바운드 여행 서비스를 위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집단이 여행상

품을 기획하며, 업체 유일의 ‘가이드 고객 만족’ 및 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www.discoverkor.com하나투어 ITC

성인 15명 기준, 1인당약 69만원

 1-Day  인천국제공항 도착

남산골한옥마을, 서울N타워 관광

 2-Day  아름다운 나라 피부과 막걸리 피부관리

국립중앙박물관, 이태원 자유쇼핑, 난타쇼 관람

 3-Day DMZ관광, 스킨케어 및 메이크업, 인삼 쇼핑

 4-Day 경복궁, 김치체험, 인사동자유쇼핑, 청계천 산책

● 포함사항 : 호텔, 입장료, 식사, 가이드 비용, 차량 비용, 막걸리 피부관리

● 불포함사항 : 항공요금, 가이드 및 기사 팁, 비자발급 비용

전문화된 
여행서비스

차별화된 
여행서비스

고객만족 
여행서비스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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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관광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의 DMZ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멸종위기의 동식

물이 서식하고 있는 보석 같은 생태관광지입니다. 

이태원 자유쇼핑, 난타쇼 관람

이태원은 서울이 품고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색문화

가 집결되어 있는 이곳에서 지구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한국

인의 신명나는 정서가 담긴 난타쇼에서는 즐거움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

습니다.

경복궁·청계천 산책, 인사동 자유쇼핑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을 둘러본 뒤 서울의 중심부를 흐르는 아름

다운 청계천을 산책하면서 서울의 낭만을 느껴보세요. 인사동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산골한옥마을, 서울N타워 관광

남산골한옥마을은 한국의 전통가옥인 한옥과 그 안에 간직되어 있는 전통문

화를 만날 수 있는 정겨운 마을입니다. 서울N타워에서는 서울의 전경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색다른 한국음식의 세계를 만나다

다양한 식자재를 사용하고 발효과정을 거친 독특한 양념이 들어가는 

한국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1
Day

2
Day

3
Day

4
Day

하나투어ITC www.discoverkor.com

저는 얼마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관광과 미용을 한번에 체험할 수 있어서 무척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하면서도 여행의 피로감을 전혀 느낄 수 없어서 더욱 좋

았습니다. 

특히나 전통주를 이용해서 피부관리를 한다는 것이 이색적이었고 다음에 또와서 관리를 받

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막걸리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이 피

부에 그렇게 눈에 띄게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을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주위

의 친한 사람들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중국으로 돌아와 저는 자연스럽게 주변지

인들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지요. 제 여행을 만족스럽게 

도와주신 하나투어ITC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Lam Wing Pui(중국인관광객)

저는 한국에 사업차 자주 방문했지만 정식으로 투어를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사업적으로 외모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잘 가꾸는것

이 중요한데 일이 바빠서 시간을 잘 내지 못했는데 즐거운 여행에 피부미용 및 뷰티케어까

지 한번에 받으니 시간도 효율적으로 보낼수 있었던 좋은 투어였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잘 

쉬고 즐겁게 놀고 이미지까지 좋게 만드니 저처럼 시간에 쫓기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어를 통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얼마나 좋은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방문할 때에는 간단한 성형관광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 Huang Hsun Ying(타이완관광객)

“이색적인 경험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고객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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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블루메디는 고객중심의 맞춤 관광상품 개발 및 상담서비스가 강한 의료관광 기업입니다. 이

름 그대로 드넓은 세계에서 Medical(성형미용, 건강)과 Media(한류, 엔터테인먼트)을 결합한 웰

빙시장을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주)블루메디는 의료관광의 전 과정에서 완성도 높은 섬세한 서

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관리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www.bluemedi.net

블루메디
 82-70-7995-8056   82-2-713-5051

 bluemedi13@hanmail.net

(주)블루메디는 북경, 상해 등 중국 내 주요도시의 지사를 비

롯하여 해외 각국의 파트너들과 월 1회 이상 의료, 미용관련 

마케팅 프로모션 행사 등을 활발히 진행하는 등 긴밀한 관계 

속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CEO 이자영 (Lee, Ja Young/李慈瑛)

“돈독한 파트너십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전개합니다!”

폭넓은 인프라의 고품격 서비스를 만나세요!
(주)블루메디는 의료 및 미용관련 컨설팅, 교육, 학회, 마케팅 등 의료관광서비스의 폭넓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외 각국의 파트너와 함께 고품격 의료관광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블루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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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한미 여행

아름다운 눈, 또렷한 코의 비밀을 만나다
시술은 가볍게, 감동은 크게

한미쁘띠여행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 성형의 대표 품목인 눈성형과 코성형을 하고 한국관광과 쇼핑 

등을 즐길 수 있는 의료관광상품입니다. 사전상담을 통해 고객의 수술희망부위에 대해 10장 이상의 고

화질 사진 이메일을 전송해드리고 온라인 상담을 충분히 제공해드리며 병원예약, 수술 안내, 퇴원, 호

텔이동 등의 전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펼쳐갑니다. 

외과적 수술 없이 비교적 간단한 보톡스, 필러 시술로 피부탄력과 주름개선 효과 등을 선사받고 한류 

드라마의 생생한 현장을 관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 가평의 쁘띠프랑스는 한류드라마 ‘씨크릿 가

든’의 촬영지로 주인공 남녀의 운명적인 첫만남과 애정이 싹텄던 곳입니다. 

www.bluemedi.net블루메디

눈(990,000 ~ 4,130,000원), 코(2,0000,000 ~ 5,780,000원)

 1-Day  인천공항 도착

전문가이드 공항 픽업

가로수길 쇼핑관광

 2-Day   병원 방문 및 상담

결정 후 수술 진행 (코, 눈)

병원에서 휴식 

호텔 이동 및 휴식

 3-Day  호텔에서 휴식

필요 시 가이드 추가 가능

 4-Day  병원 방문 및 검진

공연 관람

 5-Day    병원 방문 및 진료

창덕궁, 인사동, 남대문 시장 

등 관광

 6-Day  병원 방문, 최종진료

귀국

● 포함사항 : 호텔, 입장료, 식사, 가이드 비용, 차량 비용

● 불포함사항 : 항공요금, 가이드 및 기사 팁, 비자발급비용

쁘띠 (필러 or 보톡스 선택 450,000 ~ 1,200,000)

 1-Day  인천 국제공항 도착

기사 피켓 픽업

병원도착 쁘띠 성형 상담 및 시술

 2-Day  쁘띠 프랑스 관광, 자유 관광

 3-Day  병원 사후 서비스

동대문 쇼핑, 서울 고궁 투어, N서울타워, 한옥마을 투어, 세계문화유산 투어 중 택 1

 4-Day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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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낭만적인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따라 멋진 카페, 레스토랑, 

디자이너 숍들이 즐비한 거리입니다.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한국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남대문은 없는 물건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

한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한국 패션1번지로 꼽히는 동대문에서는 최신 유행

의 한류패션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난타, 점프공연

난타와 점프는 열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한류공연으로 세계

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서울 고궁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수도였던 서울에는 아름다운 고궁들이 잘 보존되어 있

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정사를 돌보던 경복궁, 수려한 정원이 인상적인 창덕

궁, 돌담길이 낭만적인 덕수궁 등에서 한국 전통의 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성이 가득 담긴 한정식

한 상 가득 다양한 음식을 차려 풍부한 미각을 즐기는 한국인의 밥상, 

한정식은 당신의 미각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1
Day

2
Day

3
Day

4
Day

블루메디 www.discoverkor.com

중국 연길의 안과의사인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성형으로 유명한 한국 성형외과를 참관할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참관 전에 서울 관광을 조금 하였는데, 중국과는 다른 분위

기에 조금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의 도심은 나무도 많고 깨끗했습니다. 저는 강

남에 위치한 성형외과를 방문하였습니다. 한국의 성형외과는 깨끗하고 정리된 분위기에, 상

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다 미인이어서, 한국 여성의 피부와 미모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친절하게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던 원장님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블루메디에서 

함께해준 통역과 안내원 덕분에 즐겁게 참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딸 아이의 안면윤곽수

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국에 방문하여, 딸 아이의 수술을 할 결

심도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했던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도 

제겐 큰 수확이었습니다. 미녀들이 넘치는 한국, 멋지고 자상했던 원장님, 친절했던 블루메

디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다음 방문이 기대됩니다. 

杨立新

안과의사 眼科医生

중국연길 中国延吉

2012년11월

한국성형외과 참관

잊지 못할 한국 성형 병원 참관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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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소 : 100-180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

•전화 : 02-728-9733~4  •팩스 : 02-752-2104 

•E-mail : medicaltourism@knto.or.kr

• 시설 : 의료기기 시험 사용, 컨설팅 및 안내 책자 제공

•운영 시간 : 09:00-20:00, GMT+09:00

인천

•주소 :  400-700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1층 도착 

게이트 5 (인천국제공항)

•전화 : 032-743-2172  •팩스 : 032-743-2605

•E-mail : medicaltourism@knto.or.kr

• 시설 : 컨설팅 및 정보, 안내 책자 제공

•운영 시간 : 08:00-20:00, GMT+09:00

부산

• 주소 : 614-0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86-27

•전화 : 051-818-1320  •팩스 : 051-818-1340

•E-mail : meditour1330@hotmail.com

• 시설 : 컨설팅 및 정보, 안내 책자 제공

•운영 시간 : 10:00-19:00, GMT+09:00

대구

•주소 :  700-733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동 11-1, 

노보텔 앰배서더 대구

•전화 : 070-7006-1160~4  •팩스 : 070-7006-1165

•E-mail : meditour53@hotmail.co.kr

• 시설 : 컨설팅 및 정보, 안내 책자 제공

•운영 시간 : 09:00-19:00, GMT+09:00

의료관광센터

한국의료관광의 Check Point!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병원인지 확인하세요

한국병원들이 의료관광객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병원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국의료관광

을 위해 방문한 또는 방문예정인 병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병원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통한 의사소통(주의사항 숙지)

해외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일인 만큼, 의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

요합니다. 한국의 병원에서는 의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

국어에 능숙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의료관광객의 편의를 돕습니다. 증

상을 설명하거나, 의료서비스를 받은 후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을 들어야 

할 때에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통하세요

가격확인(영수증 확인)

의료서비스에 관한 가격을 영수증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의사소통 등

의 문제로 가격이 과다 또는 과소 청구되는 사례가 있어 결제 전에 의료 

서비스 가격을 한번 더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Tour Course는 계절 및 고객선택에 따라 상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안내센터 +82-2-728-9733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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