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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330 해외 +82-2-1330
•관광안내, 통역, 관광불편신고 상담 및 접수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내
•24시간 연중무휴
본 가이드북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발행처의 서명 동의 없이 책의 내용을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든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울특별시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이 가이드북의 모든 정보를 현행화한 뒤 엄선된 정보만을 게재했습니다. 다만, 인쇄 기간 동안 정보의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이 안내 책자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와 손실, 상해, 불편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의료관광목적지

SEOUL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 의료장비, 전문의료진
외국인 환자 안전보장 시스템과 합리적인 가격
최첨단 IT기술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출입국, 공항 픽업 및 통역, 관광 등 종합적인 의료관광 안내

245,463

2018년 서울을 방문한
의료관광객 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

58.4%

외국인 환자 유치
병·의원 비율
(외국인환자유치지원정보시스템, 2019)

67.2%

국내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
(KOSIS, 2017)

60km
인천공항과 서울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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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준 높은 한국 의료

믿을 수 있는 한국 의료

대한민국의 앞선 의료기술과 효율적 의료시스템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의료관광 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및 애로사항을

한국의료의 우수함은 OECD 회원국 중 시설장비부문 2위, 의료서비스부문 4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우수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IHRC가 발표한 2016 Medical Tourism Index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관광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의료관광지 국가 매력도 순위에서 8위를 기록하는 등

마련하여 운영 중입니다.

세계적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의료기술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34.8명(10만명당)

86.88%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
(OECD 평균 110.6명)

1년 이상 간 이식 생존율
(보건복지부, 2019)

70.6 %

3위

5년 암 생존율
(국립암센터, 2019)

전 세계 미용 시술 건수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 2015)

외국인 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일정 등록요
건을 갖춘 후,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등록요건
진료 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 유치기관 등록요건
1억 원 이상 보장 보증보험 가입, 국내 사무소 설치,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유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KAHF]
외국인 환자 특화 서비스와 환자 안전체계를 평가하여
외국인 환자가 믿고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발합니다.

우수한 의료자원과 시스템

67.2%

의사 120,630명 중
전문의 비율
(KOSIS, 2017)

2

헬스케어지수 위
의료시스템, 의료전문가,
장비, 직원, 의사, 비용 등
전반적 품질평가
(NUMBEO, 2020)

◎ 외국인 환자 특화 서비스 평가 기준
전문인력 및 전문의 보유, 유치 실적 및 운영 체계, 의료분쟁 예방
◎ 환자안전체계 평가 기준
안전보장 활동, 환자 진료, 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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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단어로 보는 서울 의료관광
서울은 선진의료도시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13개의 상급 종합병원을 필두로

03

서
 울 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분포도 [단위 : 개소]
전국 총 2012개소 중 58.4%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의학 분야의 선도적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내 외국인 환자 유치 병/의원은 2012개소 중 1176개소로 전국 5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한국을 방문한 의료관광객 중 64.8%가 서울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기타

이렇듯 서울은 아시아, 미주를 비롯하여 세계 의료관광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중입니다.

201
강남구

01

660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 [단위 : 명]

99,422
(159,464)

133,428

154,816
(266,501)

216,657

165,689

(364,189)

(296,889)

202,248

서초구

148

245,463
(378,967)

영등포구

31

송파구

32

강서구

35

중구

69

(321,574)

(211,218)

04

서울 내 국적별 외국인 환자 현황 [단위 : 명, %] [2018년도 기준]

86,107 (35.1%)
37,742
(15.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3,795
(9.7%)

13,696

9,737

러시아

몽골

(5.6%)

(4.0%)

2018

※ ( )는 한국 방문 총 외국인 환자 수

02

한국 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의 국적 수
중국

일본

8,225

5,697

카자흐스탄

태국

(3.4%)

(2.3%)

미국

3,199
(1.3%)

3,002
(1.2%)

2,746
(1.1%)

190

개국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8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조사 결과]

캐나다

베트남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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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edical Tourism
Alliance

See & Do in Seoul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

44 C
 BK성형외과의원
Hospitals 병원 (40개소) ●
01 가
 톨릭대학교
●

서울성모병원

02 가
 톨릭대학교
●

여의도성모병원

Skincare

Spa

Sightseeing

한류 연예인이 사용하는 화장품
과 스킨케어 노하우는 곧, 전 세
계적 유행이 됩니다. 세계의 수
많은 한류 팬들이 화장품 구매
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있습
니다.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 Spa.
최고급 호텔 스파부터, 한국인
의 커뮤니티 장소인 찜질방까
지! 다양한 종류의 스파를 즐기
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지 서울! 낮에는
전통 한옥과 옛 궁궐을 둘러보는
전통 코스, 밤에는 반포대교 달
빛무지개분수부터 세빛섬, DDP
LED 장미정원 등 아름다운 야경
코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Shopping

Slow food

Soul Journey

최고급 백화점 면세점, 그리고
전통시장까지. 아시아 패션 트
렌드 1번지 서울은 쇼핑을 위
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
니다.

자연친화적인 발효음식이 많은
한국의 전통음식. 건강에 좋은 ‘
슬로우 푸드’는 패스트푸드에 익
숙한 외국인들에게 건강식으로
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정신수양에 좋은
템플스테이. 서울은 여행을 통
해 정신적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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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프라우드 비뇨기과의원
●
122 프레쉬의원
●
123 프롬비성형외과
●
124 프리미어 성형외과
●
125 한신메디피아
●
126 허쉬성형외과
●
127 현대미학 성형외과의원
●
128 힐링안과
●

Facilitator 유치기관
(22개소)
129 EMS
●

130 Haya Korea
●
131 건인약품
●
132 나이스메디
●
133 넥서스파마
●
134 더즌스타
●
135 메디서클
●
136 메디컬코리아서비스
●
137 씨앤디블루컴퍼니
●
138 에스에이엠투어
●
139 엠디케이
●
140 우요아이메이
●
141 웰마켓㈜
●
142 유에스여행사
●
143 이부커스코리아
●
144 제이에이치메디코어
●
145 조우뷰티
●
146 케이메디칼랩
●
147 코앤씨
●
148 파마존
●
149 폴스타글로벌
●
150 하나투어아이티씨
●

Accommodation
숙박 (11개소)
151 그
 랜드 앰배서더 서울
●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풀만
152 라
 마다서울호텔
●
153 베
 스트웨스턴 프리미어
●
154 삼정관광호텔
●
155 시그니엘서울
●
156 컨벤션헤리츠호텔 포레힐
●
157 호텔롯데
●
158 롯데월드호텔
●
159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
●
160 롯데시티호텔 마포
●
161 L7 강남
●

Shopping 쇼핑 (3개소)
162 동화면세점
●
163 롯데면세점
●
164 신라면세점
●

Transport &
Tourist attraction
교통 & 관광지
165 공항철도
●
166 트릭아이 뮤지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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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edical Tourism
Allian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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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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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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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역(현대백화 점)

쇼핑 – 3개

강서구

압구정역(현대백화 점)

서대문구

숙박 – 11개
36 159

유치기관 – 22개

50 68 75 24
150
5 142 162
163 157 100 14315
57 78 37 139 중구
109
134
151 164
70

7호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선진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원 – 88개

중랑구

9

믿고 방문할 수 있는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

병원 – 40개

노원구

구천
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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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Hospitals

병원
Map no. 04

강동경희대병원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으로 구성된 종합 대학병원으로 연면적
24,000평, 지상 14층, 총 800여 병상을 갖추고 있다. 중풍, 관절, 척추분야
의 양.한방 협진센터 운영으로 두 의학의 장점을 최적화하여 빠르고 정확
한 진단 및 치료를 시행중에 있으며, 특화센터 운영으로 질환.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의,한 협진센터(뇌신경센터, 관절류마티스센터, 척추센터), 소화기센
터, 산부인과
평일 09:00~17:00 / 토 09:00 - 12:00
+82-2-440-6429
www.
kuims.or.kr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Map no. 05

강북삼성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환자중심치료와 토탈헬스케어의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강북삼성병원
은 오랜 전통과 함께 우수한 의료진, 첨단 시설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병원이다.

Map no. 01

43개 임상과와 25개의 전문센터로 구성되어있는 국내 최대병원들 중 하나
인 서울성모병원은 생명존중이념과 80년 역사의 진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 신장이식, 인공각막이식, 조혈모세포이식, 소장이식 등의 뛰어
난 임상 및 연구 실적을 자랑하고 있으며, 연간 100여 개국에서 약 2만 여
명의 외국인환자들이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유방·갑상선센터, 소화기암센터, 당뇨혈관센터, 자연출산센터, 종합
검진센터
평일 08:30~12:30, 13:30~17:00 / 토 08:30~12:30 / 응급실, 분만실 24시간
+82-2-2001-5100
kbsmceng.kbsmc.co.kr/jsp/main/main.jsp
서울시 종로
구 새문안로 29

특화진료분야 혈액병원, 자궁근종센터, 심뇌혈관센터, 조혈모세포이식, 로봇근
종절제술, TAVI시술
평일 08:00~12:00, 13:00~18:00 / 주말, 공휴일 응급실 24시간
+82-2-2258-5745
www.cmcseoul.or.kr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별관 1층

Map no. 06

건국대학교 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Map no. 02

33개 진료과와 9개의 중점센터와 14개의 진료센터, 헬스케어센터를 갖추
고 있으며, 스타급 의료진들이 최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톨릭 의료기관의 모(母) 병원으로, 80여년 전통의 의과대학 부속 종합병
원이다. 생명존중이념을 바탕으로 진료 및 연구와 더불어, 스마트메디컬 시
스템을 운영하는 환자 중심 병원, 그리고 미래형 병원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특화진료분야 갑상선내분비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다빈치 로봇 수술, 갑상선
절제술, 치료내시경 평일 08:30~17:30 / 토 08:30~12:00 / 일, 공휴일 휴무 / 응급센터
: 24시간
+82-2-2030-7221
www.kuh.ac.kr
서울시 능동로 120-1

특화진료분야 암센터, 척추센터, 건강증진센터, 수부·상지·미세혈관 재건, 다빈
치 로봇수술(다발성 자궁근종, 직장암, 전립선암 등), 미용성형
평일 08:30~17:00 /
주말, 공휴일 응급실 24시간 +82-2-3779-2212 www.cmcsungmo.or.kr 서울
시 영등포구 63로 10

강남세브란스병원

Map no. 03

아시아 최초 다빈치 로봇 수술기를 도입, JCI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뛰어난
의료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으며, 최신 장비와 전문적인 의료진 그리고 환자
와 소통하는 따뜻하고 친근한 병원으로 강남 지역의 의료 선진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6만6천명의 환자가
방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갑상선내분비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다빈치 로봇 수술, 갑상선
절제술, 치료내시경
평일 08:30~17:30 / 토 08:30~12:30 / 일, 공휴일 휴무
+822-2019-3691, +82-2-2019-3600
gs.iseverance.com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1

경희의료원

Map no. 07

"환자들을 위한 환자들과 함께"라는 슬로건과 함께 서양의학, 치의학, 한
의학, 약학, 간호학 등 5개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대
학 의료기관으로, 맞춤형 정밀의학을 바탕으로 질병별 최적화된 치료 서
비스를 제공한다.
특화진료분야 정형외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인공관절치환술, 스텐트, 위·대
장내시경
평일 09:00~17:00 / 점심시간 12:00~13:30 / 토 9:00~12:00 / 응급실, 분만
실 24시간
+82-2-958-2977
www.khmc.or.kr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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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no. 08

고도일병원

폐쇄공포증 환자를 위한 첨단 오픈형 MRI, 스트레스 MRI, 적외선체열검사
기(DITI), 근전도검사기 등 특수 검사장비를 완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신경외과/정형외과/재
활의학과 등 6개과의 전문의가 체계적인 협진을 통해 환자에게 장기적이
고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비수술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성형술, 풍선확장술, 추간
공확장술
평일 08:30~20:00 / 토 08:30~17:00 / 점심시간 12:30~13:30
+82-15778907
godoil.com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05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Map no. 12

나누리병원

보건복지부 척추전문병원 인증을 받은 척추 관절 치료의 선도 병원이다.
‘바른진료’, ‘학술연구’, ‘글로벌’, ‘나눔정신’, ‘직원행복’이란 5대 목표를 가
지고 척추 및 관절 질환의 정확한 진단부터 수술 및 비수술적 치료와 재활
까지 환자의 개별상태에 맞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척추센터, 관절센터, 비수술센터, 최소침습적수술, 인공관절치환술,
신경성형술을 비롯한 비수술적 척추치료
월,목 09:00~20:00 / 화,수,금 09:00~18:00
/ 토 09:00~13:00 / 일, 공휴일 휴무
+82-2-6003-9763
gn.nanoori.co.kr
서울
시 강남구 언주로 731

29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가 지정한 대장항문 전문병원이자 인증획득 병원으로 그 대표성을 인정
받고 있다. 30명의 전문 의료진과 260여명의 직원들은 풍부한 임상경험
과 활발한 연구활동, 최신 장비로 항문질환 수술과 내시경검사 성과를 기
록하고 있다.

4차례 연속 JCI인증을 획득하며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을 인정받았으며, 세
계정상급의 의료진을 통한 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건
복지부가 선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한국의 의료기술' 중 부정맥, 위
암 위내시경 시술, 대장암 로봇수술, 갑상선 로봇수술, 임플란트와 선천적
귀 기형 재건술까지 총 6개 분야에 선정되었다.

특화진료분야 항문외과, 암센터, 종합검진 센터, 치질, 치핵, 치열 브렌드 수술, 대
장암 복강경 수술, 조기 대장암 ESD 시술
평일 09:00~17:30 / 토 09:00~13:30 / 일,
공휴일 휴무 +82-2-6388-8740 www.daehang.com 서울시 남부순환로 2151

특화진료분야 심혈관센터, 로봇수술센터, 장기이식센터, 갑상선센터, 유방센터, 소
화기센터 등
평일 09:00~17:30 / 토요일 09:00~12:00 / 응급센터 24시간
+82-2920-5677
anam.kumc.or.kr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로 73

Map no. 14

라이브치과병원
굿라이프치과병원

Map no. 10

치주과, 교정과, 보철과, 통합치과 등 5인의 전문의료진으로 이루어진 국
제적인 치과병원으로, 환자의 마음과 인생까지 생각하자는 철학과 풍부한
진료경험이있는 의료진, Trios 3 구강 스캐너, 미세현미경, 3D CBCT 등 수
준높은 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임플란트과(치주과), 보철과, 교정과, 고난이도 치과 임플란트 치료,
앞니 심미보철치료, 치아 교정치료
월,수,금 10:00~21:00 (금요일은 교정과만 야간
진료) / 화,목 10:00~18:30 / 토 10:00~14:00 / 일, 공휴일 휴무
+82-2-3446-2755
www.goodlifedental.co.kr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어반하이브빌딩 4층

365일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치과병원으로 고
해상도, 저선량의 3D CT 및 파노라마와 같은 의료선진국의 디지털 의료기
기를 도입하여, 정밀한 진단과 체계적인 진료계획을 통해 고객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염관리에
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치과, 치아교정, 임플란트, 심미/일반치료
평일 09:30~18:30 / 화,
목 09:30~20:30 / 토,일 09:30~14:00
+82- 2-508-2279
liveliveh.com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41 서산빌딩 10,11층

리뉴미피부과

김안과병원

Map no. 11

40년간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진료로 전 직원이 오직 눈 하나만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최대시설의 안과전문병원으로 지상 8층, 지하 3층
의 본관과 지상6층, 지하 3층의 세계최초 망막병원 총 2개동을 안과 및 안
과 지원을 위한 업무로 사용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백내장수술, 망막수술, 녹내장수술, 라식수술, 안성형수술, 사시수술
평일 08:30~17:00 / 토 08:30~13:00 / 일, 공휴일 09:00~13:00
+82-1577-2639
www.kimeye.com/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36

Map no. 13

대항병원

Map no. 09

Map no. 15, 16, 17

백반증, 건선, 아토피등의 난치성 피부질환치료에서 미용성형까지 피부와
관련된 모든 치료를 원스탑으로 제공하며 피부과전문의 1:1 맞춤 진료로 10
인의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피부진단 후 시술하여 효과를 높이고 있다. 리
뉴미 피부과 전 지점에서 남,여의사 선택 진료가 가능하고 전 지점 업무 표
준화로 동일한 가격,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화진료분야 미용성형, 피부질환, 피부치료, 여드름 흉터, 얼굴, 목 리프팅, 홍조,
여드름 자국 평일 10:00~20:00 / 토 09:30~16:00 / 점심시간 13:00~14:00 / 일, 공휴일
휴무
동대문점 +82-2-2275-5085 / 서초점 +82-2-588-2304 / 잠실점 +82-2-5884915 www.rnmeskin.com 동대문점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55 기승빌딩 6층 / 서
초점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79 삼경빌딩 2층, 5층 / 잠실점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
로 114 서경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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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no. 18

미즈메디병원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임신–출산–출산 후의 기타 질환들을 토탈 케어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난임센터,
안전한 분만을 위한 분만센터, 출산 후 기타 질환 케어를 위한 전문 클리닉
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특화진료분야 시험관아기(IVF),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내과, 분만, 검진
평일
08:30~17:00 / 토 08:30~12:30 / 일, 공휴일 휴무 / 24시간 응급실 운영
+82-2-15882701
www.mizmedi.com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295

진료, 연구, 교육, 의료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의료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1996년 백악관 공식 후송병원으로 지정, 2008년 아시아 최초 단독
암병원 개원, 2015년 12월 양성자치료 센터를 가동하며 암치료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또한 삼성유전체연구소,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소, 난치
암연구소 등을 설립하여 중증 질환 정복을 위한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심장뇌혈관, 장기이식(간&신장), 암수술, 로봇수술, 양성자 치료, 감
마나이프, 고위험 소아암 고용량 항암치료,
평일 08:30~17:30 / 토 08:00~12:00
+82-2-3410-0200
samsunghospital.com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81

Map no. 19

바로선병원

관절·척추분야의 전문 의료기관으로 관절센터, 척추센터, 재활센터, 검진
센터 등 4개 센터로 구성되어있다. 바른 정신과 첨단 치료로 인류에게 신
체활동의 자유를 선사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바른진단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척추·관절질환 등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질환의 진단 치료
법을 개발하고 선도한다.

Map no. 23

서울365MC

전국 15개 지점의 비만치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2회 연속 보건복지부
인증 지방흡입 전문병원으로 연 2만 건 이상의 압도적인 지방흡입 수술을
한 대한민국 최다 지방흡입수술 병원으로 한국 기록원 공식 인증을 받았
다. 15층 규모의 병원은 각 층별로 지방흡입 수술에 최적화되어 원스톱 진
료를 제공한다.

특화진료분야 관절센터, 척추센터, 재활센터, 골절치료, 비수술치료, 건강검진센터,
물리치료 클리닉, 특수/슬링치료, 일반치료
평일 09:00~18:00 / 토 09:00~13:00
+82-1666-5853
www.barosun.net
서울시 도봉구 창동 749-10

특화진료분야 지방흡입 전문병원
평일 11:00~20:00 / 수 11:00~19:00 / 토 11:00
~16:00 / 일, 공휴일 휴진
+82-2-3274-3657
www.365mc.co.kr
서울시 서초
구 서초중앙로 126

Map no. 20

부민병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 관절전문병원 인증을 획득하여 실력과 원칙으
로 성장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2011년 4월 개원하여 우수한 의료진과 첨
단장비, 친환경병원으로 새로운 의료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 최초 정
형외과 전문병원인 HSS와 아시아 최초로 글로벌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
하여 이를통한 표준화된 치료시스템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관절센터,척추센터, 건강검진센터, 최소침습 인공관절수술, 양방향
척추내시경수술 / 최소침습 척추수술, 최신의 재활 치료
월 09:00~18:00 / 화~금
09:00~17:00 / 토 09:00~13:00 / 점심시간 12:30~13:30 / 공휴일 휴무 / 24시간 응급실 운
영
+82-2-2620-0164
www.bumin.co.kr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89

사랑플러스병원

Map no. 22

삼성서울병원

Map no. 2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의료기술 및 연구를 바탕으
로 중증환자 (암 수술 및 항암치료, 심혈관질환, 장기이식 등) 및 희귀질환
치료를 통해 세계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아랍어에 능통한 15명의 전담 코디
네이터가 예약 및 진료프로세스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암수술 및 항암, 장기이식수술, 소아중증질환
평일 08:30~17:00
토 09:00~12:30
+82-2-2072-0505, +82-2-2072-2890
www.snuh.org
서울
시 종로구 대학로 101

Map no. 21

관절, 척추, 재활치료 전문병원으로 2003년에 개원하여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병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환자를 진료해오고 있다. 관절전문의 국
희균 병원장은 로봇인공관절수술분야에서 명의로 인정받고 있다. 재활치
료센터는 관절 재활, 척추 재활, 스포츠손상 후 재활, 체형 및 성장(척추측
만증) 재활 등 전문 치료사들이1:1 맞춤형 재활을 실시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관절센터, 척추센터, 내과, 뇌신경센터, 재횔센터, 검진센터, , 로봇
인공관절수술, 십자인대 재건술, PSLD (척추내시경 신경감압술), 척추유합술, 맞춤
형 재활치료
평일 09:00~18:00 / 토 09:00~15:00 / 점심시간 12:30~13:30 / 일요일
휴진 / 공휴일 09:00~13:00
+82-2-2140-4518
www.sarang-plus.com
서울
시 강동구 양재대로 1580

서울아산병원

Map no. 25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중심병원으로서 외국인 환자들에게 우수한 의료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 우수 의료 기관들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사회를 넘어 전세계에 우리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는 미션
을 계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암병원, 심장병원, 장기이식센터, 최소침습수술, 다빈치 로봇수술, 장
기이식수술
평일 09:00~17:00 (단, 공휴일은 응급진료만 가능) / 토 09:00~11:30 (성
형외과)
+82-2-3010-5001~3
www.amc.seoul.kr/asan/main.do
서울시 송
파구 올림픽로43길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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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s

병원

Map no. 26

성애병원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성애병원은 약 30여개 진료과와 10여개의 특성화 센
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헌신적인 사랑과 최상의 진료로 인류의 건강과
삶에 기여한다' 는 미션을 이루어나감과 동시에 항상 새로운 도약을 준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오픈, 신포괄수가제 실
시, 음압격리실 도입 등을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건강증진센터
평일 08:00~17:00 / 토 8:30~12:30 / 응급실 24시
간
+82-2-8407-114
h.sungae.c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53 길22

Map no. 30

심정병원

2015년에 개원한 척추, 관절 전문병원으로 병상 10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동, 재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 인
증병원으로 척추 비수술 치료에서부터 고난이도 수술까지 국제적인 수준
의 경험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척추센터에서는 환자의 케이스에 적용 가
능한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최적의 맞춤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내시경 레이
져 디스크 시술, 인공 관절 치환술, 관절경 수술, 줄기세포 치료
평일 09:00~13:00,
14:00~18:00 / 토 09:00~13:00 (점심시간 없이 진료)
+82-1588-3330
www.shimjeong.co.kr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85 삼남빌딩

Map no. 31

씨엠병원
세브란스병원

Map no. 27

국내 유일 IOC 인증 스포츠 전문의와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 닥터가 함께하
는 스포츠 의학 전문병원이다. 어깨관절 센터, 무릎관절 센터, 발&발목 관
리 센터 등 세부화된 관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암
에 대한 조기 유전자 진단, 비만 유전자 검사, 노화 유전자 검사, 운동능력
유전자 검사, 피부 탄력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진료의 전문화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 5개의 전문
병원(재활병원, 심장혈관병원, 안·이비인후과병원, 어린이병원)과 응급
진료센터, 국제진료센터 등 27개의 전문센터, 16개의 암전문클리닉 및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 의료 장비를 활
용하여 최고의 치료법을 적용하여 세계적 수준의 의료팀을 구성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건강검진(암에 대한 조기 유전자 진단), 관절, 척추, 줄기세포 치료
내시경 척추 수술, 관절경 수술(어깨, 무릎, 발목), 관절염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
평일 09:00~12:30, 13:30~17:30 / 토요일 09:00~12:30 / 일요일, 공휴일 : 응급실 24
시간
+82-1600-8082, +82-2-2678-0001 www.cmhospital.co.kr 서울시 영등
포구 영등포로 36길 13

특화진료분야 종양내과 , 소아혈액종양내과, 심장내과, 암관련 모든 시술 및 수술,
심장 관련 모든 시술 및 수술, 로봇수술
평일 08:00~11:30, 13:30~15:30 / 토 오전진
료 / 응급실 24시간
+82-02-2228-5817
sev.iseverance.com
서울시 서대문
구 신촌로 50-1

에스플란트치과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Map no. 28

환자의뢰 전담팀의 환자별 맞춤 치료 계획 및 예상 비용 제공하고 1:1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외국인 환자 전용 VIP 국제병동, 국가별 식단 제공과 같
은 외국인 환자만을 위한 토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화진료분야 유방암·부인암 센터, 소화기암센터, 인공관절·척추센터
평일 08:00~17:00 / 토요일 08:00~12:00 +82-2-710-3009, +82-2-710-3263
national.schmc.ac.kr/seoul/eng/index.jsp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신촌다인치과병원

Map no. 29

한국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보철과, 치주
과, 구강외과, 교정과, 구강내과, 보존과, 예방치과 의료진이 각 전공분야
별로 치료계획을 수립하여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스텝 진료가 가능하
다. 또한, 첨단장비를 통한 디지털 진료 시스템으로 환자에게 최적화된 맞
춤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치과, 임플란트, 심미보철, 일반보철, 구강외과, 구강내과, 보철과, 치
주과 월,수 09:30~21:00 / 화,목,금 09:30~18:30 / 토요일 09:00~14:00 (점심시간 없음)
/ 점심시간 13:00~14:00 / 일,공휴일 휴무
+82-2-719-2275
www.scdaindental.
co.kr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57-1 신촌그랜드프라자 10, 11층

평일
inter-

Map no. 32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출신 6명의 의료진으로 분과별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치료 시 3D CT를 비롯해 구강스캐너, CAD/CAM, 미세광학현미경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하고, 대한민국의 뛰어난 치과 의술을 적용하여, 정
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계획으로 믿음직한 치료를 제공한다. 디지털화
된 미래형 치과병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임플란트 보철과 , 심미보철, 보존과, 디지털 임플란트 (가이드수
술,수면임플란트,즉시기능임플란트), 보철 (라미네이트, 크라운, 브릿지 등), 당일 충
치치료, 치근단 절제술 및 신경치료
보철과 평일 09:00~18:30 / 보철과 토 09:30
~13:00 / 교정과, 보존과 평일 10:00~18:30 / 교정과, 보존과 토 09:30~16:00 / 점심시간
13:00~14:00 / 교정과, 보존과 야간 19:00~21:00 / 일요일 휴진 / 공휴일 평일과 동일
+82-2-512-0715
www.splant.co.kr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10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Map no. 33

4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종합병원으로 소화기병원과 국제병원 등 2개의 부
속병원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고객 1:1 밀착서비스 및 one-stop 서비스로
필요시 입원까지 빠른 진료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위,대장암 등 위장관
질환, 갑상선암, 유방암, 고관절, 슬관절 치환술 및 미용성형 부문 특화되
어 있고 매월 평균 300명의 외국인이 내원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건강검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 암, 전립선 암, 내시경, EMR,
ESD, 인공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평일 08:30~17:30
/ 건강증진센터 08:00~17:00 / 점심시간 12:30~13:30 / 응급실 : 24시간 / 토 08:30~12:30
건강증진센터 08:00~12:00
+82-2-2038-6109
www.newyjh.com
서울시 관
악구 남부순환로 1636
20 . 21

Hospitals

병원

Map no. 34

영등포병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첨단 장비 도입,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계
속 노력하고 있으며, 30년간 축적된 의술을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
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터

특화진료분야 뇌혈관센터, 척추센터, 관정센터, 소화기센터, 재활센터, 건강검진센
평일 08:30~17:30 / 토 08:30~12:30 / 점심시간 12:30~13:30
+82-2-2632-0013
ydphospital.com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1길 10

중앙대학교병원

Map no. 38

외국인환자에게 편리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
년부터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 러시아어가 가능한 코디네
이터가 상주하고 있다.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들은 환자별로 신속한 진
료가 가능하도록 1:1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료 예약부터 상담, 검
사에 이르기까지 본원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
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혈액종양내과, 외과, 산부인과,암수술, 골수이식, 부비동수술 평일
08:30~17:00 / 토 08:30~12:00 / 응급센터 24시간
+82-2-6299-3020~3026
www.
caumc.or.kr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우리들병원

Map no. 35

1982년에 설립되어 척추 관절 치료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760여 명의 외국 척추전문의가 우리들병원의 최소 침습 기
술과 노하우를 배워갔으며 .진료, 검사, 치료, 재활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치료법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연구하는 병원
으로 SCI급 논문 338편 발표했다.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특화진료분야 척추 신경외과 수술, 정형외과 수술, 재활의학과, 통증관리, 경피적
내시경 감압술(경추, 흉추, 요추), 최소침습척추유합술
평일 09:30~17:00 / 토 09:00
~15:00 / 일, 공휴일 휴무
+82-2-513-8452
www.wooridul.co.kr
서울시 강
남구 학동로 445

특화진료분야 IVF(시험관아기), 여성암, 건강검진 평일 : 08:00~17:00
2000-7351
www.cheilmc.co.kr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7 제일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우리들병원 | 서울김포공항

Map no. 36

37년간 한 분야에 집중한 세계적인 척추/관절 종합병원이다. 한국뿐만 아
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13,000여명의 전 세계 각국의 척추·관절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척추 신경외과 수술, 정형외과 수술, 재활의학과, 통증관리, 경피
적 내시경 감압술(경추, 흉추, 요추), 최소침습척추유합술
평일 09:30~18:00 / 토
09:30~16:00 / 일, 공휴일 휴무
+82-2-2660-7000
seoul.wooridul.co.kr
서울
시 강서구 하늘길 70

제일병원

Map no. 39

세계 최대 규모의 화상 특성화병원으로 첨단 의료서비스와 함께 휴먼 서
비스를 지향한다.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은 고객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
비스를 제공한다.
+82-2-

Map no. 40

전문적이고 우수한 의료 기술, 최첨단 장비, 경제적인 비용으로 검진 후
질병 발견시 One-stop으로 진료를 지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
장, 유방, 폐,위암 평가에서 1등급 받아 암, 급성기뇌졸증 치료 잘 하는 병
원으로 인정받았다.
특화진료분야 건강검진, 외과, 비뇨기 및 이비인후과, 유방·위·전립선 수술,
심혈관치료(하이브리드 수술), 루게릭병ALS줄기세포치료
평일 08:30~17:30 /
토 08:30~12:30 / 일, 공휴일 휴무 / 응급센터 24시간
+82-2-2290-9553
www.
hyumc.com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Map no. 37

한국 최대 규모의 임신·출산·신생아 관리시설을 갖춘 모아센터와 인종
양센터, 부인·내시경센터, 불임센터, 유방검진센터 등 특화센터를 비롯
하여 유전학연구실, 불임연구실, 인체유래자원은행 등 첨단 연구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IVF(시험관아기), 여성암, 건강검진
평일 08:00~17:00
2000-7351
www.cheilmc.co.kr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7 제일병원

+82-222 . 23

Clinic

의원
Map no. 44

CBK성형외과의원

양악수술, 안면윤곽수술, 구순구개열 등 분야의 10년 이상 경력의 학계에
서 실력을 인정받은 성형외과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난이도 재건,
재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병원이다.
특화진료분야 양악수술, 윤곽수술, 구순구개열, 리프팅
평일 10:00~19:00 / 토
10:00~17:00 / 일, 공휴일 휴무
+82-2-567-5518
www.cbkps.com
서울시 강
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프라자 15층

CDC어린이치과

4월 31일 성형외과의원

1992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소아·청소년 전문 치과로 현재까지 등록환자
10만 여명의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 최대, 최고의 소아치과이다. 진단,예방,
수복, 외과치료, 교합유도, 교정치료 외에도 소아·청소년의 성장 및 발육
에 관련된 6명의 전문가들의 상호 협력적인 진료를 통해 전체적인 구강 건
강 향상과 발육에 기여한다.

Map no. 41

동양인 코 수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김재훈 원장을 필두로 눈 수술 분야 전
문가 오원석 원장, 안면윤곽 전문가 박성완 원장으로 의료진이 구성되어
있다. 정직을 모토로 무분별한 성형을 권하기 보다는 집도의에 미적기준과
환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토대로 대학병원 수준의 첨단 장비를 활
용하여 수술을 진행하며 20년 무사고와 만족도 높은 수술결과를 제공한다.

특화진료분야 소아치과, 안전한 수면치료, 미세광학현미경을 이용한 정밀한 치수치
료, 소아안면성장 교정 평일 09:30~18:30 / 토, 공휴일 09:00~14:00 / 일요일 휴무
+82-2-515-0926
www.childent.com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97길 11

특화진료분야 성형외과, 코재수술&코수술, 눈재수술&눈수술, 윤곽수술&지방이식
평일 09:00~19:00 / 야간진료(화) 09:00~20:00 / 토 09:00~16:00 / 점심시간 12:30
~13:30 / 일, 공휴일 휴무
+82-2-540-6777 www.april31.co.kr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48 건우빌딩 4, 6, 7층

BGN밝은눈안과

Map no. 42

특화진료분야 스마일 라식·라섹, 노안·백내장 월,화,목 10:00~18:30 / 금 10:00
~20:00 / 토 10:00~17:00 / 수,토 휴무 / 점심시간 13:00~14:00
+82-1544-3994
www.bgneye.com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빌딩 15층

Map no. 43

15층 건물 전체를 성형외과로 사용하며 치과, 피부과 등과의 협진시스템으
로 원스톱 케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친절한 상담 및 진료와 함께 수술 후
회복실과 입원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치료 후 경과 상담을 받을 수 있
으며 픽업과 샌딩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특화진료분야 성형외과, 피부과, 눈 성형, 코 성형, 가슴 성형
평일 10:00~19:00
/ 토 10:00~17:00 / 일, 공휴일 휴무
+82-1688-8886, +82-2-544-0404
www.bkhospital.com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06 BK빌딩

Map no. 46

CU클린업피부과

우수한 의료진과 첨단 레이져 장비 그리고 평생 관리 프로그램으로 지난
18년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안과로 성장해 왔다. 안전한 수술과 차
별화된 서비스를 받기위해 이제는 해외에서 밝은눈안과그룹을 먼저 찾아
오고 있다.

BK성형외과

Map no. 45

2001년 영등포점 개원 이후 국내 10개 지점으로 구성된 피부과전문의 네트
워크 피부과이다. 보건복지부 선정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서 해
외 환자들에게도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알리고 있으며, 전문 장비
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항상 고객의 건강한 피부를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화진료분야 여드름, 여드름자국, 여드름흉터, 미백, 색소, 문신제거, 탄력 리프
팅, mpdt, lpdt,cgpdt,a-fit ,레이저토닝, excelv, 피코, 실리프팅, 보톡스, 필러
평
일 10:00~20:00 / 토 10:00~17:00 / 점심시간 13:00~14:00 / 일, 공휴일 휴무
+8270-4167-0563
www.upskin.co.kr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8-10 마젤란21 아스
테리움 2층

JF피부과

Map no. 47

"칼을 사용하지 않고 국소마취만 으로 100% 안전하고 근본적인 노화방지
의료기법"을 사용하여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젊은 얼굴"에서 미소의 중
요성을 알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노화 미용의학전문 의원이다.
특화진료분야 주름, 꺼짐, 늘어짐과 같은 항노화 미용의학 클리닉, 100% 부분마취
를 통한 지방흡입과 지방이식 클리닉, 가슴지방이식과 탄력시술 클리닉,시크릿윤곽
술 & 눈밑지방제거술, 실리프팅과 타이트닝, 얼굴 볼륨교정 치료(지방이식)
평일
10:30~19:30 / 토,일,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3:00~14:00 +82-2-515-0526 www.
jfclinic.com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9,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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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no. 48

JK성형외과

강남삼성성형외과

Map no. 54

JK성형외과는 국내 성형외과 최초·유일, "보건복지부지정-외국인환자유
치의료기관(KAHF)"으로,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시스템의 우수
성을 인정받았다. JK는 1998년 개원 이후 20여년간 의료사고 0건의 안전 노
하우를 바탕으로 전 세계 VVIP인사들이 찾는 국제수준의 성형센터, 웰니
스, 줄기세포의학, 메디컬 스파&에스테틱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신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눈, 코, 양악, 안면윤곽, 가슴, 동안센터를 운영
하며 분야별 전문의들의 체계적인 협진 시스템과 3D-CT, X-RAY 등 최신
진단 기기를 이용하여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화 된 마취시스템으로 병원에
상주하는 마취과 전문의가 안전한 수술을 시행한다. 맞춤식 진료 시스템으
로 최상의 결과와 만족도를 목표로 한다.

특화진료분야 안티에이징, 눈·코 성형, 체형 성형, 페이스·넥 리프팅, 지방흡입 및
복부 성형 평일 09:00~19:00 / 토 09:00~17:00 / 일, 공휴일 휴무 +82-2-532-4782
www.jkplastic.com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35 JK빌딩

특화진료분야 성형외과, 피부과, 코성형, 눈성형, 리프팅, 안면윤곽
평일
09:30~19:00 / 토 09:30~17:00 / 일, 공휴일 휴무
+82-2-3477-4700, +82-10-86084770
www.ksamsung.co.kr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65길 1, 효봉빌딩 6층

강남성모안과의원
JW성형외과

Map no. 49

전문화된 상담 및 수술 진행을 위해 각 분야별로 구성된 성형외과 전문의
와 직원들이 개개인의 니즈에 맞는 퍼스널성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신념으로 개원이래 20년 동안 의료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수
술 전 검사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더 편리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화진료분야 라식/라섹센터, 백내장/노안교정센터, 렌즈삽입술센터, 안정밀검진
센터
월~목 10:00~19:00 / 금 10:00~21:00 / 토 10:00~17:00 / 일, 공휴일 휴무 / 점
심시간 13:00~14:00
+82-2-3481-9977
www.4vision.co.kr
서울시 서초구 강
남대로 415 대동빌딩 5층

특화진료분야 눈성형, 코성형, 가슴성형, 재수술, 안티에이징, 체형/지방, 윤곽성형,
남성성형, 쁘띠성형, 스킨클리닉
평일 10:00~19:00 / 토 10:00~17:00 +82-2-5415114
www.jwbeauty.com/new/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53 JW정원성형빌딩

KMI한국의학연구소

Map no. 55

수술 전 진료와 상담, 수술, 수술 후 진료 1:1 담당 주치의 제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료한다. 전 수술과정이 공개되며, 24시간 담당 주치의
휴대폰 번호 공개로 상황에 따라 빠른 대처와 케어가 가능하다.

강남 아름다운나라 피부과

Map no. 56

2000년 개원하여 한국에서 장관상을 6개 받은 유일한 피부과 병원으로 피
부과 전문의들로만 구성된 20년 무사고의 믿을수 있는 팀워크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다. 특화진료로 항노화센터, 여드름센터 등을 운영중으
로 18년간 SCI국제학회에서 논문발표하였고, 2001년부터는 자체개발한 닥
터스코스메틱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Map no. 50, 51, 52

온라인을 통해 검진예약, 예약확인 및 결과조회가 가능하고 CRM팀을 통
해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결과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문, 중문, 일문으로 다
국어 결과지를 제공하며 3차병원 연계로 신속한 사후관리조치가 가능하다.

특화진료분야 항노화센터, 여드름센터, 겨드랑이 다한증
평일 10:00~20:00 / 토,
일, 공휴일 10:00~17:00 / 연중후뮤일(총 4일) : 구정당일과 다음날 1일, 추석당일과 다
음날 1일
+82-2-3420-2206
www.anacli.co.kr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프라자 12층

특화진료분야 폐CT, 뇌 MRI 및 뇌혈관MRA, PET-CT 평일 07:00~16:00 (의사문진
07:00~14:00) / 토 07:00~12:30 / 점심시간 12:30~13:30 / 일, 공휴일 휴무 광화문센터
+82-2-3702-9071 / 강남분사무소 +82-2-3702-9071 / 여의도분사무소 +82-2-37029071 www.kmi.or.kr 광화문검진센터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세종빌딩
1~5층 / 강남검진센터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1, 성담빌딩 2~8층 / 여의도검진센
터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삼성생명빌딩 13~15, 17, 18층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

Map no. 57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는 건강검진부분에서 9년연속 브랜드가치 1위
를 달성하며 고객들에게 오늘보다 건강한 내일을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최대 건진센터로 첨단의료기술과 시설을 갖
추고 있으며 분야별 최고의 전문 의료진이 직접 건진을 시행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개인맞춤 종합검진, 임직원 종합검진
평일 08:30~12:30, 13:30~
17:00 / 토 08:30~12:30
+82-1599-8113
health.kbsmc.co.kr/jsp/main.jsp
서
울시 중구 세종대로 67번지 삼성본관 B1

VIP성형외과

Map no. 53

풍부한 수술 사례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만족도 높은 수술을 제공하는 의
료기관으로 의료진을 포함한 전직원이 고객 중심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술실 내 외부에 안전한 수술과 회복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학병원 수준의 최첨단 의료기기도 준비되어 있다.
특화진료분야 코성형, 안면거상술, 눈성형, 지방이식, 안면윤곽, 가슴성형, 바디성
셩, 비절개시술, 메디컬스킨케어
평일 09:00~19:00 / 토 09:00~14:30 / 일, 공휴일 휴
무
+82-2-514-1007
www.vipps.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32

갸름한 성형외과

Map no. 58

1997년 개원하여 철저한 안전 시스템과 차별화된 사후관리로 무사고 병원
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개개인 맞춤 성형으로 조화로운 얼굴을 만들고 수
술 전후 CT 비교로 환자에게 믿음을 준다.
특화진료분야 안면윤곽, 눈·코 성형 ,리프팅, 페이스볼륨 평일 10:00~18:30 / 토
10:00~15:00 / 일,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00~13:00
+82-2-538-6689
www.
gyalum.com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 미진프라자 2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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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일생한의원

Map no. 59

대영성형외과의원

경희일생한의원은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환자분들 몸의 건강한 순환을 위
해 병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1:1 맞춤 진료를 하
고 있다. 본원에서는 전통적인 한의학을 바탕으로 현대의 과학적인 기술과
방법 등을 도입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환자분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변화, 성장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성형, 피부, 비만, 현미경 눈성형, 레이저 미백 및 리프팅, 모발 이식
및 치료
평일 10:00~19:00 / 목 10:00~21:00 / 토 10:00~17:00 / 일, 공휴일 휴무
+82-2-3446-7788
www.dyclinic.co.kr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38, 2층 3호

특화진료분야 통증치료, 다이어트, 소아 성장, 매선, 약침, 추나, 한약 월,수 09:00
~21:00 / 화,목,금 09:00~19:00 / 토 09:00~16:00 / 일 09:00~14:00 / 공휴일 휴무 +822-2249-7582
ilsaeng.imweb.me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129 3층

글로비성형외과의원

Map no. 60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의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줄기세
포연구소를 원내 운영하여 다른 병원들과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최상의 줄
기세포를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눈성형, 코성형, 가슴성형, 동안성형, 체형성형, 줄기세포성형, 안면
윤곽, 쁘띠성형 평일 10:00~19:00 / 토 10:00~16:00 / 일, 공휴일 휴무 +82-2-5153399
glovips.com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43(신사동583), EGI 빌딩 7층

김정국한의원

Map no. 61

Map no. 65

더마주 피부과

20년이상 ‘피부’ 만을 진료·연구해 온 두 명의 피부과학 의학박사, 피부과
전문의에 의한 시술과 진료가 이루어진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진료와 안정
적인 시술효과로 알려져 있다. 비침습적 항노화 시술 전문으로 울쎄라, 써
마지, 실루엣소프트 등을 활발히 시술 중이며 마취전문의에 의한 무통수면
시술도 가능하다. 또 상처재생 및 흉터회복 특수 클리닉도 운영 중이며, 그
외에 모든 일반적인 피부질환 진료도 가능하다.
특화진료분야 비침습적 항노화 피부재생술, 상처흉터 클리닉, 여드름·색소클리닉
월,화,목 09:00~18:00 / 금 09:00~20:00 / 토 9:00~16:00 / 수요일 휴진 +82-2-5499277
dermaju.com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07, 7층

성형 후 케어를 위해 심신의 기운을 올리고, 편안히 해주는 약재로 개인의
상태에 맞게 한약을 맞춤 처방한다.수술 후 손상된 피부조직과 상처의 회
복을 촉진하고, 어혈과 부기까지 제거하여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피
부 재생력을 높여준다. 체중상태를 분석하여 체중감량에 효과적인 한약을
처방하고 개인에게 맞는 다이어트방법을 코치한다.
특화진료분야 한방내과, 성형 후 회복케어, 다이어트
월,수,금 10:00~19:00 / 화,
목 10:00~21:00 / 점심시간 13:00~14:00 / 토 10:00~14:00 / 일, 공휴일 휴무
+82-2552-8878, +82-10-6345-4412
www.kjkomc.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8, 글
라스톤빌딩 3층

노종훈성형외과

Map no. 64

1998년4월에 개원하여 현미경눈성형, 코성형, 보톡스, 필러, 실, 페이스타
이트 이중턱 성형, 인모드 리프팅, 유박스 초음파 리프팅, 폴라리스 레이저
미백치료, 모발 이식수술 및 줄기세포 탈모치료, 섬유아세포 주름치료 등
의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Map no. 66

더블랙의원

17년의 노하우를 자랑하는 모발이식에 특화된 네트워크 병원으로 차별화
된 진료와 수술, 첨단 수술 장비 및 숙련된 전문의들과 의료진으로 구성되
어 수준 높은 수술, 치료, 관리의 토탈케어 시스템을 실현하고 있다. 최대
한 많은 양의 모발을 채취하여 이식하기 때문에 수술 후 만족도 또한 매
우 높다.

Map no. 62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과 모양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준다. 사각턱 교정수
술, V라인 사각턱 수술, 광대뼈 성형수술, 무턱수술, 이마윤곽수술, 지방주
입수술에 대해 전문적이고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작고 갸름한
얼굴과 세련된 이미지 변화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화진료분야 탈모치료, 남성탈모, 여성탈모, 헤어라인, 눈썹/속눈썹 평일 09:30
~18:30 / 토 09:30~15:30 / 일, 공휴일 휴무
+82-2-591-9559
theblacknetwork.
co.kr/doc/theblack03_2.php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07, 8세컨즈빌딩 6층

특화진료분야 안면윤곽성형, 눈성형, 코성형, 사각턱, 광대성형 평일 10:00~19:00
/ 토 10:00~15:00 / 일, 공휴일 휴무
+82-2-515-5300, +82-10-5300-1348
www.
makeface.co.kr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9번지 카로시티 3,4층

닥터안헤어플란트의원

Map no. 63

더 성형외과

Map no. 67

2004년 개원한 탈모치료병원으로 모발이식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닥
터안은 최첨단 기기인 KNU Implanter를 사용해 모발이식 수술을 한다. 닥
터안은 최고의 수술과 최고의 만족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며 이런 노력을 바
탕으로 탈모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을 약속한다.

기본에 충실한 인본주의의 마음으로 더 완성도 높은 결과를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병원이다. 성형의술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과 고객
지향 의료서비스로 성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며 안전한 수술을
위해 설비 투자를 아끼지 않고 개원 이래 의료 무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남성탈모 모발이식, 여성 헤어라인교정 모발이식, 여성탈모 모발이식
평일 09:00~18:00 / 토 09:00~15:00
+82-2-515-5858
www.drahn.co.kr
서
울시 강남구 언주로647 2층

특화진료분야 유방확대수술, 안면거상술, 유방재건술
09:30~17:00 / 일, 공휴일 예약진료 +82-10-7756-1099
강남구 논현로 868번지 구정빌딩 5층

평일 09:30~19:00 / 토요일
theclinic.co.kr
서울시
28 . 29

Clinic

의원

더스퀘어치과의원

Map no. 68

보건복지부 지정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의료진 3인 전원 서울대
출신, 진료팀 전 직원 보건대학 출신 치과위생사로 구성되어 있다. 광화
문 최대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으로 바로
연결되어 접근이 용이하며 언제 어디서나 SNS 상담이 가능하다. 온라인
을 통한 예약이 가능하며 환자와 원장님 간 1:1 메일링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화진료분야 치과, 임플란트, 치아교정, 충치치료
평일 10:00~19:00 / 월,목(야
간진료) 10:00~21:00 / 토요일(점심시간 없음) 10:00~14:00 / 일, 공휴일 휴무 / 점심시
간 13:30~14:30
+82-2-723-6000
www.thesquaredc.co.kr
서울시 종로구 종
로3길 17 디타워 B2

드림성형외과

특화진료분야 눈성형, 코성형, 양악수술, 윤곽성형, 가슴성형, 체형성형, 성형주
사, 안티에이징, 드림클리닉
평일 09:30~19:00 / 토 09:30~17:00 / 일, 공휴일 휴
무
+82-2-546-1616, +82-2-546-1666
www.e-dream.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48

라포레성형외과

의료서비스의 오뜨 꾸띄르를 추구하는 고급형 노화 방지 클리닉이다. 세
계 최초로 30년 전 노화 예방 클리닉을 개설한 프랑스의 쇼샤르드 박사
는 그 직영 지사를 한국 'The Clinic' 에 둠으로써 완벽하게 차별화된 개인
별 맞춤 프로그램을 한국 최고의 VIP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만족한 성과
를 거두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 지방성형, 윤곽성형
평일 10:00~19:00
/ 목 10:00~18:00 / 금 10:00~21:00 / 토 10:00~16:00 / 일, 공휴일 휴무
+82-2-5422770,+82-10-2098-2770
www.clinicforet.com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1 동양
빌딩 5층

특화진료분야 안티에이징, 피부과, 성형외과, 재생의료&4대 성체 줄기세포 치료 및
보관, 면역세포 치료, 내과, 재활의학과, 줄기세포 시술, 실리프팅(얼굴), 비수술적 지
방분해술, 체형클리닉, 골관절센터 평일 10:00~19:00 / 주말 10:00~16:00 +82-2771-3395
www.e-theclinic.com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64길 30

루비성형외과

특화진료분야 눈성형, 코성형, 지방이식, 보톡스, 필러, 리프팅 시술, 줄기세포 치
료 평일 10:00~19:00 / 목 10:00~20:30 / 토 10:00~16:00 +82-1661-8897 www.
rubyps.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번지 렉스타워 9, 10층

재생의료 & 4대 성체 줄기세포 치료, 재활의학, 체형클리닉 등을 포함한 토
탈 안티에이징의 전문성을 가진 병원 'The Clinic'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과 시설, 최고의 의료진을 통해 완벽히 차별화된 개인별 맞춤 관리
를 이끌어 지속적이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있다.

르미엘성형외과

특화진료분야 눈성형, 코성형, 동안성형, 지방이식, 가슴성형, 체형성형, 필러, 보톡
스 평일 10:00~19:00 / 목 10:00~20:30 / 토 10:00~16:00 +82-1800-8204 www.
lemielps.com
서울시 종로구 종로 120 3층

리엔장성형외과의원
Map no. 71

2002년 개원하여 18년 전통을 가진 Total Eye Care 를 표방하는 안과이다.
시력교정수술( 라식, 라섹, 렌즈삽입술), 노안 및 백내장수술, 연령별 눈종
합검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3명의 대표 원장의 1:1 책임 진료제로 운
영된다. 대학병원 수준 이상의 첨단 검사 장비와 수술장비가 갖추어져 있
으며, 높은 수준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화진료분야 시력교정수술, 노안/백내장 수술, 눈종합검진
평일 10:00~19:00 /
금 10:00~21:00 / 토 10:00~17:00 / 일, 공휴일 예약진료 / 점심시간 13:00~14:00 +822-554-8400
www.hellolasik.com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90 미진플라자 14층

Map no. 75

의료 전문성 뿐만 아니라 높은 미적 감각이 있는 여성 전문의가 1:1 맞춤 진
료를 통해 개인의 개성을 살린 아름다움을 찾아준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
표원장 책임전담제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화진료분야 안티에이징, 피부과, 성형외과, 재생의료&4대 성체 줄기세포 치료
및 보관, 면역세포 치료, 내과, 재활의학과, 줄기세포 시술, 실리프팅(얼굴), 비수술
적 지방분해술, 체형클리닉, 골관절센터
평일 0:00~19:00 / 토요일 10:00~16:00
+82-2-2230-3395
www.e-theclinic.com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 신라호텔 5층

드림성모안과의원

Map no. 74

한국의 미용 메카인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 성형 분야의 선구자로
서 중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2017 소비자의 선택:최우수브랜드상' 성
형분야에서 대상을 받은 루비 성형외과는 1:1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Map no. 70

더 클리닉

Map no. 73

수술 전 체계적인 상담과 전문적인 진료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건강함 아름
다움을 찾아주고 있다.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안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면마취를 이용한 통증없는 무통관리 시스템으로 불편을 최
소화한다. 수술 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회복을 도와준다.

Map no. 69

더 의원

Map no. 72

1999년 개원하여 21년의 품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성형외과 본원, 드림치과, 드림클리닉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진료철학, 미래비전, 경영마인드를 서로 공
유하며 병원 문화의 선진화, 고객만족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Map no. 76

2017 보건복지부 인증 외국인 환자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 분야별 전문
가 14명이 자신있는 수술/시술을 전담하고 있으며, 간단한 주사 시술부
터 수술은 물론 반영구 문신과 체형관리까지 세분화된 수술/시술이 가능
하다. 정품, 정량의 원칙을 지키며 대량 구매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을 추
구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성형외과, 피부과, 비만/체형관리, 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눈성
형, 코성형, 가슴성형, 지방이식
평일 10:00~20:00 / 토 10:00~18:00 / 일요일(쁘띠)
11:00~17:00 +82-2-591-3625 www.lienjangps.co.kr [본관] 서울시 서초구 강
남대로 449, 영신빌딩 4~10층 [별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55(서초동 1309-9),
에이프로스퀘어 3층
30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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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Map no. 77

리즈산부인과

Map no. 82

바노바기성형외과

산부인과 성형에 레이저를 도입하고 "레이저 여성성형" 이라 이름하여 국
내 산부인과 학계에 최초로 소개하였다. 리즈레이저 여성성형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선구자적 위치에 있는 분야이다. 통증이 거의 없
는 수술 / 특화된 수술 시스템 / 당일수술 및 퇴원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상담과 수술을 하러 오는 외국인 환자를 위해 9개 국어를 하
는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른 회복을 위해 수술 후 멍
또는 붓기 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항에서 병원까지 픽업 서비스와 게
스트 하우스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특화진료분야 산부인과 여성성형·검진, 여성질환, 질성형수술, 소음순 성형수술,
질타이트닝 수술
평일 10:00~19:00 / 토 10:00~18:00 / 일, 공휴일 휴무
+82-2540-8811
womanlaser.com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27 경서빌딩 3,4층

특화진료분야 눈, 코 성형, 주름성형, 윤곽 성형, 안면 리프팅술, 윤곽 성형술
평일 09:30~18:30 / 토 09:30~16:00 +82-2-522-6636 www.banobagi.com 서
울시 강남구 논현로 517

Map no. 78

명동 아름다운나라 피부과

바탕성형외과의원

Map no. 83

2000년 명동에 처음 개원하여 피부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진료 영역의 연
계가 이루어져 한 곳에서 미(美)에 관련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다. 외형적인 질병의 치료과 더불어 심리적 콤플렉스를 치료하는 미용 치
료의 개념으로 고객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동시에 치료하고자 한다.

성형 전문의로만 구성된 병원으로 수많은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실
력파 의료진들로 구성되어있다. 분야별 전문의가 환자 요구조건에 맞춘
1:1 맞춤성형이 가능하고 상담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직접 책임지는 책임
성형을 시행한다.

특화진료분야 피부과, 흉터클리닉, 주름클리닉, 기미/색소질환, 백반증, 제모/탈모
클리닉, 메디컬에스테틱
평일 10:00~19:30 / 주말·공휴일 10:00~17:00 / 점심시간
13:00~14:00
+82-2-755-2105
www.globalanaclimb.co.kr
서울시 중구 충무
로 2가 65-11 4~6층

특화진료분야 성형외과, 피부과, 가슴성형, 안면윤곽, 이마성형 평일 10:00~19:00
/ 토 10:00~17:00 / 일, 공휴일 휴무 +82-2-517-5953 www.batangps.com 서
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76, 7층

Map no. 79

명옥헌한의원

성형수술 흉터, 여드름흉터, 사고흉터, 튼살 등 자가 재생력을 활용한 피부
조직의 자연재생치료와 통증과 멍, 휴유증이 적은 한방리프팅 시술로 얼굴
라인, 주름, 얼굴 비대칭 개선 시술을 받을수 있는 한의원이다.
특화진료분야 한방리프팅, 흉터치료, 튼살치료, 재생침, 매선침, 약초침
월,수
10:30~18:30 / 화,목 14:00~21:00 / 금 10:30~21:00 / 토 10:00~15:00 / 일, 공휴일 휴무
+82-2-544-1511
www.myungokhun.co.kr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26, 3층

Map no. 84

밝은성모안과의원

밝은성모안과의원에서는 라식·라섹을 하기위한 약 50여가지의 정밀검사
를 무료로 진행한다. 환자 1:1맞춤 상담으로 수술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가 가능한 코디네이터가 상주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프리미엄라식·라섹, 노안백내장수술, ICL
월~목 10:00~18:30
/ 금 10:00~20:30 / 토 10:00~16:30 / 점심시간 12:30~14:00
+82-10-2924-7118
www.oklasik.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0, 301호,1701호,1801호

Map no. 85

비타민 한의원

침술, 한약 등 전통 한의학뿐 아니라 기능의학 진료를 활용하는 통합의학
을 기반으로 진료하는 클리닉이다. 주로 난치성 내과 질환, 현대의학의 항
암 치료에 대한 보조적 치료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료가 검사 후 한약,
영양제를 통해 제공된다. 한 번 내원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 지속적인 원
격 진료가 가능하다.

Map no. 80

미소유성형외과의원

2003년에 개원하여 진료를 시작한 미용성형 및 재건성형에 특화되어있는
성형외과의원이다. 조길환 성형외과 전문의가 모든 수술을 집도하며 수많
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구순구개열, 코(재)성형,리프팅 등을 시술하고 있
으며 “자연스러운 얼굴”을 모토로 항상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내과질환, 암 보조치료, 다이어트, 한약, 매선, 약침
평일 11:00
~20:00 / 토 10:00~14:00 / 일, 공휴일 휴무 +82-2-2088-1220 vitahani.com 서
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41, 5층

특화진료분야 성형외과, 구순구개열, 코(재)성형수술, 리프팅
평일 10:00~19:00
/ 토 10:00~17:00 / 일, 공휴일 휴무
+82-2-545-0220
www.misou.co.kr
서울
시 강남구 강남대로480 3층

미즈메디의원

생기한의원
Map no. 81

최첨단 장비와 진단 기술을 활용한 건강검진센터와 20년 이상의 전문의가
직접 검사하는 소화기내시경센터를 갖추고 있다. 미즈메디의원은 환자들
이 만족하고 직원이 행복하며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 환원하는 병원으로
변하지 않는 원칙, 본질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산부인과, 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
과, 성형외과 평일 08:00~17:00 / 토 08:00~12:30 / 점심시간 12:00~13:00
+82-23467-3800
www.mizmedi.com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52

Map no. 86

아토피, 건선, 습진, 사마귀, 두드러기, 지루성 피부염, 여드름 등의 난치
성 피부 질환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고 있다. 단순한 증상 개선이 아닌 근
본적인 한의학적 치료를 통한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면역기능을
향상시켜주고 건강한 피부가 잘 재생되게 도와주는 한약과 환부에 직접적
인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켜주는 침, 약침, 뜸 등의 치료가 함께 진행된다.
특화진료분야 아토피, 건선, 습진, 지루성피부염, 사마귀, 곤지름
월,수,목 10:00
~19:00 / 화,금 10:00~21:00 / 점심시간 13:00~14:00 / 토 09:30~15:00 / 일, 공휴일 휴
무
+82-2-537-1075
www.saengkicure.com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3 아라타워 14층
32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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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Map no. 87

서울내외의원

서울의대 출신의 원장단을 중심으로 명품 의술과 첨단 의료장비가 만나 조
기암 발견률과 치료 성공률이 높은 병원이 되었다. 1차 의료기관으로 편리
함과 저렴한 치료비를 갖춘 반면에 대형병원에 견줄만한 의료장비를 갖추
어 환자 개인에게 맞춤 진료를 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하지정맥류, 대장·항문 클리닉, 맘모툼, 갑상선, 검진센터, 피부프로
그램
평일 08:30~18:00 / 토 08:30~14:00 / 일, 공휴일 휴무 *센터별 진료시간 상이 /
점심시간 13:00~14:00
+82-2-4567-001
www.seouldoctors.kr
서울시 광진
구 구의강변로 99

14년의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쉬즈한의원은 100% 여성의료진과 스텝들
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전문한의원이다. 불임자궁클리닉, 한방성형클리닉
이 한 건물 내 서로 다른 층에 분리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의료진에
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국 내 유일한 자궁심부치료(자궁테라피)치료기
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궁심부치료 치료 데이터를 매년 국내 논문을 통
해 발표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자궁심부치료(자궁테라피), 불임, 갱년기증상, 조기폐경, 자궁해
독, 진생(고려인삼)테라피, 한방다이어트, 리프팅, 동안약침, 동안침
월,화,금
10:00~20:00 / 수 13:00~20:00 / 토, 공휴일 10:00~17:00 / 목요일 전화상담만 가능 / 일
요일 휴무
+82-10-4073-1067
www.shesclinic.com/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
로421 삼영빌딩 3, 6층

Map no. 88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건강검진 전문센터로, 연 80개 국가
의 2500여명의 외국인 고객이 방문하고 있다. 전문의가 초음파, 내시경 등
검사 를 직접시행 하고 결과 상담을 제공한다. 국제진료팀을 운영하여 외
국인 검진시 검진전과정 1:1 에스코트하고 있으며 영문결과지(DATA) 및
요약결과지(해당언어)를 제공한다.
특화진료분야 기본·암 정밀·프리미엄 건강검진 프로그램
토 08:00~12:00
+82-2-0112-5503
healthcare.snuh.org
란로 152, 38~40층

Map no. 92

시너지성형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하루 적정 수술 횟수를 제한하여 ' 쉐도우닥터&대리수
술을 사전에 차단'하고 과잉 진료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수술경험
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준높은 의료시스템을 활용한 수술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평일 08:00~17:30 /
서울시 강남구 테헤

특화진료분야 윤곽성형, 가슴성형, 눈성형, 녹는핀 윤곽성형, 맞춤 가슴성형, 맞춤
눈성형
평일 10:00~19:00 / 토 10:00~15:00 / 일, 공휴일 휴무
+82-1577-3153
www.synergyps.co.kr/v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0-7 어반하이브빌딩 5층

서울밝은세상안과의원

Map no. 89

안과의원으로는 처음으로 JCI3차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렌즈삽입술 최다
수술 병원 선정 등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서울밝은세상안과
는 개인별 안구 조건에 따른 맞춤형 시력교정술을 위해 라식, 라섹은 물론
안내렌즈삽입술, 노안 교정술, 백내장 수술, 드림렌즈 등 다양한 시력교정
수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시력교정술, 노안교정술, 안건조증치료, 안내렌즈삽입술, 3D 스마일
엣지 라식, 올레이저 백내장 다초점 수술, IPL 레이저
평일 09:30~19:00 / 수 휴무
/ 토 09:00~18:00 / 점심시간 13:00~14:00
+82-2-3443-0880
www.iloveeye.com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23 한양타운 2, 6, 7층

솜씨좋은 산부인과의원

Map no. 91

쉬즈한의원

Map no. 90

20년 경력의 여성 질성형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시작하여
여성의 자궁타출, 자궁하수 등 심각한 장애에도 자궁 적출 없이 원상복구
가 가능하다. 임상 등에 대한 연구논문이 대한산부인과학회지와 세계성학
회 등에 게재되었으며, 동경대학에서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어 학술적인 가
치를 갖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여성 질성형수술(후방질원개술), 여성 소음순성형 수술
월,화,수,
금 09:00~20:00 / 토 09:00~19:00 / 목,일 휴무
+82-2-575-4888
www.ipigood.
com
서울시 강남구 노현로 841, JB미소빌딩 6층

씨디유청담유 성형외과의원

Map no. 93

영어권, 중국어권 각 통역, 상담실장이 항상 상주하고 있고 외국인 환자들
의 편의를 위해 픽업서비스가 준비되어있다. 상담, 수술, 시술, 치료, 경과
등 퇴원하기 전까지 담당실장이 항상 동반한다.
특화진료분야 코수술, 쌍커풀수술, 리프팅 평일 10:00~19:00 / 화,금 10:00~20:00
/ 토 10:00~16:00 / 일, 공휴일 휴무
+82-2-540-2415
cdups.co.kr
서울시 강
남구 청담동 8-2

아이웰 성형외과

Map no. 9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문 병원으로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 전
문 의료진이 3단계 협진시스템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완벽한 수술 준비, 수
술 및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성형 의료서비스 분
야에서 전 부분 국제 품질 심사 기준을 통과하여 국제 품질경영 인증시스
템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특화진료분야 안면윤곽, 가슴성형, 눈성형, 코성형, 입술/인중 성형, 안티에이징,
쁘띠성형, 남자성형, 돌출입/양악수술, 비만/바디성형
평일 10:00~19:00 / 토 10:00
~17:00 / 일, 공휴일 휴무
+82-2-542-2017
www.iwellps.com
서울시 강남
구 논현로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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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리젠 성형외과의원

Map no. 95

Map no. 99

원진성형외과의원

서울대병원 교수 출신의 김우정 대표원장이 설립하였으며, 모든 인연에게
감동을 준다는 사명을 가지고 고객과 하나 되는 환자중심의 진료를 제공하
고 있다. 안전한 의료장비와 편리한 시설을 갖추었으며,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고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분야별 40여명의 전문 의료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의료 서비스
를 제공한다. 정확한 수술을 위해 스마트검진시스템을 갖추고, 1:1 고객 맞
춤형으로 전담 매니저 응대와 전담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술 후
토탈케어시스템을 통해 빠른 회복을 돕는다.

특화진료분야 가슴 획대&축소 성형 수술, 눈&코 성형 수술, 상&하안검, 안면거상
수술, 실, 울쎄라 리프팅 시술, 필러, 보톡스 시술, 피부케어 프로그램
월~목 10:00
~19:00 / 금 10:00~20:30 / 토 10:00~17:00 / 일요일 휴무
+82-1600-5319
regenmedical.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25

특화진료분야 양악수술, 안면윤곽, 가슴성형, 눈성형, 코성형, 리프팅, 안티에이징,
바디성형, 탈모/헤어라인, 코전문 이비인후과
월~목 09:30~19:00 / 금요일 09:30
~20:00 / 토요일 09:30~17:00 / 일, 공휴일 휴무
+82-2-3477-3300
www.parkwonjin.co.kr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6-6 파고다타워 17층

Map no. 100

위즈앤미의원
압구정서울 성형외과

고객중심 맞춤의료 서비스와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학술연구를 통해 높은 만족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지향한다. 최신
첨단의료 시스템의 도입 및 외국인고객 전담 의료진의 맞춤형 진단과 시
술 전문성 확보로 의료관광객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토탈의료관광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Map no. 96

19년간의 다양한 수술경험을 바탕으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
편의를 위한 층별 시스템을 운영하며 개개인에 맞는 성형법을 제안하는 맞
춤형 1:1서비스 및 최첨단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환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약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피부과, 성형외과, 항노화의학, 안티에이징, 보톡스필러, 레이저
월,수,금 11:00~21:00 / 화,목 11:00~20:00 / 토 10:30 ~16:30 / 점심시간 13:00~14:30
+82-1644-6401
www.wiznmi.com/r
서울시 중구 명동 7길 21 아르누보센텀
빌딩 4층

특화진료분야 안티에이징, 가슴성형, 코성형, 보톡스 시술, 필러시술
평일 09:30
~19:00 / 토 09:30~16:00 / 일, 공휴일 휴무 +82-2-547-5100 www.asps.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40

유씨강남치과의원

Map no. 101

최고의 의료기술과 최상의 서비스를 겸비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노하
우로 환자들의 진료내용을 파악하여 시술자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대
만 수술하는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에버성형외과의원

Map no. 97

미용성형 및 성형재수술, 흉터복원 등 일반 성형외과에서 쉽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수술, 치료를 제공한다. 외국인 환자의 경우, 성형재수술을 위
해 주로 찾아오고 있으며, 외상으로 인해 생긴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찾
고 있는 병원이다.

특화진료분야 임플란트, 치아교정, 치아성형, 치아미백
평일 10:00~20:00 / 토
10:00~16:00 / 일, 공휴일 휴무
+82-80-227-7000, +82-2-3448-4524
www.ucgangnam.com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5-9 APP타워 4, 5층

유앤아이의원 신촌점

Map no. 102

YOU&I는 진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의원으로, YOU&I의
핵심가치인 정직하고 투명한 가격과 프로그램은 고객들로부터 전례 없는
엄청난 큰 호응을 가져왔다. 원내 시설과 의료기기들은 소독으로 청결을
유지하여 언제나 마음 놓을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눈/코 재수술, 흉터복원수술, 켈로이드, 카이3D인대복원, 피부교차이
식성형, Z성형, W성형술, 피부이식흉터복원, SMT 주사, 전절제술 평일 10:00~19:00
/ 토 10:00~15:00 / 일, 공휴일 휴무
+82-2-3448-0088
www.everclinic.com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15, KTS빌딩 2, 3층

특화진료분야 색소치료, 여드름, 리프팅, 보톡스, 필러, 레이저 평일 10:00~21:00
/ 주말, 공휴일 10:00~17:00(점심시간 없이 진료)
+82-10-5891-6020
www.
uni114.co.kr/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99, 엘리트빌딩 7층

예송이비인후과

Map no. 98

예송이비인후과 음성센터는 음성전문사용자(가수, 성우, 아나운서 등)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음성관리 뿐 아니라 음성 장애 환자들에게 맑은 목
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한 국내 최초의 음성관리 및 음성성형수술센터이다.
최첨단 진단 및 치료 장비를 갖추고, 국내 유일의 다양하고 새로운 음성관
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성대단축술/전유합후진술, 후두미세수술, KTP레이저술 평일 09:00
~18:30 / 주말, 공휴일 휴무
+82-2-3444-0559
yesonvc.com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874 쌍봉빌딩 2층

유펜아이비치과

Map no. 103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임상경력을 쌓으며 인정받는 실력으로 환자들과 아
이들에게 최고의 치료를 자신 있게 약속하는 유펜아이비 치과 최영준 원장
은 치과 방문을 어려워하는 심정 또한 잘 이해하고 있어 신속하고 마음 편
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치과진료, 임플란트, 치주치료, 치아교정, 틀니, 보철치료, 충치치료
평일 10:00~19:00 / 월 10:00~21:00 / 토 10:00~16:00 / 일, 공휴일 휴무 / 점심시
간 13:00~14:00 +82-2-797-7784 upennivydental.com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0-26 한강맨션 상가 21동 1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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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 no. 104

이문원한의원

한방 부문에서 탈모치료분야를 시작하고 발전시켜, 지금은 전세계에 탈
모치료분야에서 한의학적 치료법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고 있다. 본원 국
제의료 및 해외사업부에서는 국내외 거주 외국인고객을 위한 다국어 서
비스를 지원한다.
특화진료분야 탈모/모발 검진, 탈모/두피 치료
월,수 10:00~19:00 / 화,금 10:00
~21:00 / 토 09:00~17:30 / 목,일요일 휴무
+82-2-511-1079
www.leemoonwon.
com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32길 33

Map no. 108

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원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를 보유한 악안면성형 분야에
특화된 병원이다. 십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숙련된 기술로 환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외 학회에서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
로서 학술적인 활동도 꾸준히 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 개개
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과 안전한 수술을 지향한다.
특화진료분야 양악수술 및 안면윤곽수술, 사랑니발치 및 매복난발치, 임플란트, 턱
관절장애
평일 10:00~19:00 / 토요일 10:00~17:00 / 일, 공휴일 휴무
+82-2-5070700
www.thebestoms.com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57 계룡빌딩 6층(신사동)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센터
Map no. 105

자향미한의원

전통과 한방의술에 정밀검진장비를 도입하여 양의에서 다룰 수 없는 신체
보완과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완치를 유도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미용침, 한방성형,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추나치료, 약침
평
일 11:00~21:00 / 토 10:00~15:00 / 목,일,공휴일 휴무
+82-2-3482-9975
www.
jahyangmi.com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364, 6층

특화진료분야 산부인과, 비뇨기과, 시험관아기 시술 (IVF), 인공수정 (IUI), 가임력
보존 (oocyte banking)
평일 08:30~17:30 / 토 08:30~12:30 / 일, 공휴일 09:00~12:30
/ 점심시간 12:30~13:30
+82-2-2002-0399
seoul.chamc.co.kr/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2층

Map no. 106

제아치과의원

서울대학교 및 동 대학원 출신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치과
진료가 가능한 다양한 진료과목과 안전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다. 치아 치
료부터 안면윤곽수술, 양악수술 등 고난도 수술까지 풍부한 수술 경험을 갖
춘 의료진이 최고의 만족을 위해 진심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양악 및 안면윤곽수술, 임플란트, 치아교정
월,수,목 10:00~19:00 /
화,금 10:00~21:00 / 토 10:00~17:00 / 일, 공휴일 휴무
+82-10-5688-1974
www.
zeahdental.com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16, 창림빌딩 4층

제이제이성형외과

Map no. 107

Map no. 109

6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난임 치료를 제공하는 전
문 의료기관이다. 차병원은 약 2만명의 난임 부부가 임신을 성공한 아시아
최대의 난임센터로서 시험관아기시술, 인공수정, 난자은행, 정자은행 및
유전 클리닉(PGS : Pre-Genetic Diagnosis) 외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난
임 치료 프로그램을 환자들에게 제공한다.

Map no. 110

첫번째의원

각각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성형외과 전문의 이상준, 조용우 원장이 함
께 설립한 안티에이징 전문클리닉이다. 프리미엄실리프팅, 눈밑지방재배
치, 안면거상, 내시경이마거상 등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을 효과적으로 개
선할 수 있는 성형시술을 필두로 눈가와 목주름을 쉽고 빠르게 개선하는
쁘띠 보톡스, 필러 시술과 입술&인중성형, 오가닉피부관리까지 전문적이
고 다양한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화진료분야 성형외과, 피부과, 실리프팅, 안명거상술, 눈밑지방재배치, 내시경
이마거상, 보톡스, 필러, 입술&인중성형, 오가닉 피부관리
평일 10:00~19:00 / 토
10:00~16:00
+82-2-555-8899
www.cbjfirst.com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803,
HY나무빌딩 8층

청담셀의원

Map no. 111

2000년부터 재건 재수술로 동안성형과 재수술분야의 끊임 없는 연구와 책
임감 있는 진료를 해오고 있다. 전 의료진은 만족도 높은 결과를 위해 다
양한 연구활동과 학술교류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재생의학의 꽃, 세포(Cell)를 젊게 하는 ‘줄기세포 시술’을 전문적으로 시
행하고 있다. 내적, 외적 항노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인 안티에이징을 지
향하는 명품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의료진과 첨
단의료장비, 섬세하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료로 ’더 젊어지는 체험’을 약
속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동안수술, 절개 리프팅, 눈성형, 코성형, 안면윤곽/양악수술, 가슴성
형/바디성형, 모발이식, 남자 성형
평일 09:30~19:00 / 화,목 09:30~20:00 / 토 09:30
~16:30 / 점심시간 12:00~13:00
+82-2-544-8807
www.jjps.co.kr
서울시 강
남구 논현로 843

특화진료분야 줄기세포항노화, 줄기세포 피부재생, 줄기세포 탈모치료, 줄기세포
성기능치료, 줄기세포 통증치료
평일 10:00~19:00 / 토 10:00~17:00 / 일, 공휴일 예
약 진료
+82-2-514-2225
www.cheongdamcell.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0-17 다이아나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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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청담엔비의원&피부과

Map no. 112

고객의 나이, 얼굴형, 피부상태 등 단계별 맞춤 진단 및 3D광학촬영 분석
을 통해 고객에게 꼭 필요한 시술만을 진행한다. 안정성을 인증 받은 다양
한 첨단 의료장비 및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의료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시술경험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청담엔비만의 시술 노하우로 안
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시술을 제공한다.
특화진료분야 볼륨시술, 실 리프팅, 쁘띠성형, 콜라겐터치, 스컬트라, 실루엣소프
트, 필러
월,화,수 10:00~19:00 / 금 10:00~21:00 / 토 10:00~15:00 / 목, 공휴일 휴
무
+82-2-543-5856
www.clinicnb.com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772 로데오프
라자 2층

Map no. 116

클럽미즈9라미체의원

2002년 개원하여 약 18년간 288,000여 건의 임상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34종, 36여개의 첨단레이저와 의료장비로 모든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과 1:1
개별 맞춤 시술을 시행한다.
특화진료분야 리프팅, 동안 클리닉, 여드름, 모공, 흉터, 색조, 홍조
12:30~21:30 / 화,목 10:00~19:00 / 토 09:00~15:00
+82-2-422-9888
co.kr/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14

월,수,금
lamiche.

Map no. 117

톡스앤필의원

정품, 정량, 정성의 톡스앤필의원은 풍부한 시술경험을 가진 숙련된 의료
진이 시술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시술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필러, 보톡스 전문
평일 10:00~21:00 / 토 10:00~17:00 / 일, 공휴
일 휴진
+82-2-537-4842
www.toxnfill1.com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15,
10,11층

Map no. 113

청담여신성형외과

전 의료진이 성형외과 전문의로 구성된 청담여신성형외과는 입술성형, 코
성형(재수술포함), 안면윤곽수술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진료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입술성형수술과 코 성형 수술이 특화되어 중국, 일
본, 태국, 호주, 미국 등에서 많은 외국인화자가 찾아오고 있다.

티에스성형외과

Map no. 118

대한민국 뷰티 산업의 메카, 강남구 신사역에 위치한 티에스 성형외과는
기존 성형외과의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
구하는 분들께 안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상의 고객만족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티에스 성형외과만의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경쟁력
으로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결과를 약속한다.

특화진료분야 입술/입꼬리성형, 코성형 및 코재수술, 가슴성형, 안면윤곽성형, 필
러/보톡스 등 미용주사, 문신제거시술
평일 10:00~19:00 / 토 10:00~16:00 / 일, 공
휴일 휴무
+82-10-2311-8247
www.deesse.co.kr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08, 14,15층

특화진료분야 코성형, 눈성형, 안면윤곽, 가슴성형, 바디라인, 안티에이징, 지방이
식, 쁘띠성형
평일 09:30~19:00 / 토 09:30~17:00 / 일, 공휴일 휴무
+82-2-5127580
www.tsprs.com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08, 렉스타워 12,13층

Map no. 114

체인지의원

티엘성형외과의원

의료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국내 병원과의 경쟁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헬스케어 분야에서 인정받
는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방흡입 전문
병원으로 리프팅,피부 레이저 시술 등 다양한 시술을 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재활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 지방흡입, 리프팅, 레이저
월,목
10:00~20:30 / 화,수,금 10:00~19:00 / 토요일 10:00~16:00 / 일, 공휴일 휴무
+82-2547-0809
www.changeclinic.co.kr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43 이유덕빌딩 5층

최상산부인과의원

Map no. 115

자궁/난소질환 비수술 특화 병원이다. 자연주의를 지향하는 웰빙 메디컬
케어, 진심을 담은 1:1 맞춤 진료 시스템을 통해 무해한 치료원칙을 지켜
진료하는 의료기관으로 하이푸/자궁경/경화술 등 3대 비수술치료를 시행
하고 있다. 또한, 수준 높은 수술 실력으로 요실금 수술, 여성성형(질/소음
순/대음순/치구)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부인과진료,여성 건강검진, MRI검진, 질 회춘 시술, 여성성형, 자궁난
소치료
평일 09:00~19:00 / 토 09:00~16:00 / 일, 공휴일 휴진
+82-10-5513-8526
www.cho1sang.com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6 은성빌딩 2층

Map no. 119

토탈 뷰티 메디컬 그룹으로서 안면윤곽,눈,코,가슴,동안성형 및 체형성형
까지 각 분야 전담의가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의료진은 국내외 저
명한 학회 참여를 통한 강연과 논문 발표를 통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이
어나가고 있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1:1 전담의 시스템을 통해 보
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안면윤곽 성형, 눈·코 성형 ,가슴확대 성형, 리프팅
평일 09:30
~19:00 / 토 09:30~16:00 / 일, 공휴일 휴무
+82-70-8120-0349
www.tlps.co.kr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4-2

페이스라인성형외과

Map no. 120

2005년 서울의대 동문인 이태희, 이진수 원장이 개원한 곳으로 <나와 내
가족이 안심하고 성형하는곳> 위해 변함없이 진료하고 있다. 더 나은 아름
다움을 위해 국제학회에 매년 참석하여 다양한 임상 노하우를 소개하고 있
다. 개인의 고유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본연의 자연스러운 아름
다움을 완성하는 1:1 맞춤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진료분야 눈성형, 코성형, 안면윤곽수술, 페이스라인레이저, 수프림부스터, 보
톡스+필러
월~목 09:30~19:00 / 금 09:30~21:00 / 토 09:30~17:00
+82-02-5410082, +82-10-4167-0082
www.face-line.co.kr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20 JC빌
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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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프라우드 비뇨기과의원

Map no. 121

모든 의료진은 비뇨기과 전문의로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
비스를 제공한다. 남성 복합 수술, 음경 임플란트 수술, 여성형 유방증 수
술 등 각각의 전담 영역의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라우드는 수술
이 잘 되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수술 후 환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
기 위해, 수술 후 1년간 무상 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남성수술, 남성성형, 비뇨기과,5s 복합수술 (성기 길이, 두께, 귀두,
PRF, 조루), 여유증 수술, 성병 검사 및 치료
평일 09:30~18:30 / 토 09:30~15:30
/ 일, 공휴일 휴무
+82-2-543-0500
prouduro.co.kr/main
서울시 서초구 강
남대로 509

프레쉬의원

Map no. 125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 전문기관으로써 예방의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고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다. 국내에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 검진 전문인력,
최상의 시설공간에서 최첨단 의료장비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
이고 적합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종합검진기관으
로 성장하였다.
특화진료분야 의료관광 종합검진프로그램 종합검진 : 평일 07:00~16:00, 토 07:00
~12:30 / 일반검진, 외래진료 : 평일 08:00~17:00, 토 08:00~13:00 / 점심시간 12:30~13:30
/ 일, 공휴일 휴무 +82-2-591-5414 www.medikind.com 서울시 서초구 잠원
동 65-32 한신공영빌딩 2층

Map no. 126

허쉬성형외과

Map no. 122

수준 높은 진료로 환자 중심의 진료와 최신 장비를 통한 의료 정보화를 통
해 보다 높은 환자 만족을 위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연스러운 아름
다움을 추구하며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개발 및 성형 트랜드 분석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7년간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미를 추
구한다. 미용성형을 중심으로 노화방지의 종합적인 처방 및 지도상담, 각
종 호르몬 보충요법 등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 및 활력을 증진시키
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얼굴성형, 가슴성형, 바디성형, 눈성형, 코성형,쁘띠성형, 피부과
평일 10:00~19:00 / 토 10:00~17:00 / 일, 공휴일 휴무 +82-2-3446-5512 freshps.
com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63-17번지 3층

특화진료분야 안티에이징, 흉터/재생, 얼굴살 윤곽, 가슴, 체형, 눈(재)수술, 레이저,
스킨케어
평일 10:00~19:00 / 토 10:00~16:00 / 일, 공휴일 휴무
+82-2-511-3911
www.hershe9.com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02, 6,7층

Map no. 127

현대미학 성형외과의원
프롬비성형외과

Map no. 123

3명의 전문의가 각자 전문적인 분야의 성형수술을 한다. 눈, 코, 지방이식
수술이 가장 많고 윤곽성형과 가슴성형등 모든부위 수술이 가능하다. 담당
전문의가 수술과 치료시 모두 직접 진료하고 있어 수술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한다. 중어,일어,영어가 가능한 인력이 상주하고 있
어 외국인이 혼자 방문하여도 진료가 가능하다.
특화진료분야 성형외과, 코성형, 눈성형, 지방이식
평일 09:30~18:30 / 토 09:30
~16:30 / 일, 공휴일 휴무
+82-2-542-8811
www.baumps.co.kr
서울시 강남
구 도산대로 107번지 9층

프리미어성형외과

Map no. 124

성형의학의 미학적 완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자연스러운 아름
다움을 극대화하는 '미학성형'을 추구한다. 단순히 작은 눈을 크게 하거
나, 낮은 코를 높게 하는 수술이 아닌 환자가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구조
를 최대한 고려하고 반영하여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완성하고자 한다. 영
원한 아름다움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의가 그동안의 다수의 수술 경험과
노하우로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시술 시스템을 구축해 편안하고 안전한 서
비스를 제공한다.
특화진료분야 눈성형, 눈 재수술, 코성형, 코 재수술, 가슴성형, 체형성형,안면윤곽,
지방이식, 입술·인중성형, 보톡스, 필러, 레이저, 리프팅, 스킨케어, 줄기세포 평일
10:00 - 19:00 / 목(야간) 10:00~21:00 / 토 10:00~16:00 / 일, 공휴일 휴무 +82-2-5464545
h-mihak.com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5 수일빌딩 2,5,6층

힐링안과

Map no. 128

병원의 이익보다 오직 환자입자에서 생각하는 바르고 정직한 진료를 하
고 있다. 수많은 임상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분야별 전문의에 의한 체계
적이고 수준 높은 성형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수술 이후 만족스러운 결
과를 완성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화된 사후관리 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고급형 시력교정 클리닉으로, 가장 최신의 의료장비와 풍부한 경험으로 완
벽하게 차별화된 개인별 맞춤 시력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맑고 더 선명
한 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타병원에서 시력교정수술을 받
고 시력이 저하된 환자들을 위하여 국내 최초로 라식/라섹 재수술 센터를
개설하여 만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화진료분야 코 재수술, 눈 재수술, 눈·코 첫 수술 평일 10:00~19:00 / 금 10:00
~21:00/ 토 10:00~17:00 / 일요일 휴무 +82-2-554-3388 premierps.co.kr 서울
시 강남구 역삼동 822-2 메디타워 8층

특화진료분야 백내장 노안 수술, 라식, 라섹 수술
평일 10:00~19:00 / 금 10:00~
21:00 / 토 10:00~17:00
+82-2-566-1222
www.healingeye.co.kr
서울시 강남
구 강남대로 470, 808타워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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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ator

유치기관

EMS

Map no. 129

한국의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통해 컨시어지 서
비스, 의료기관 및 지역 비즈니스 홍보 및 마케팅 에이전
시, 의료 관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 환자를
초청하여 의료 비즈니스의 영역을 확대해왔다.
+82-2-2275-8868
www.emsgood.com
korea@emsgood.com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200

건인약품㈜

Haya Korea

Map no. 130

하이야코리아는 아랍어로 'Let's go Korea'를 의미하며,
한국을 찾는 중동 고객들에게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 미용&성형수술, 모발이식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연중무휴 아랍인 의료인 상담
이 가능하다.
+82-2-3785-3786
www.hayakorea.com
info@hayakorea.com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26길 42

Map no. 131

글로벌 시대에 걸맞추어 국내에 뛰어난 의료기술 및 의료진
을 해외에 소개하는 메디컬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인류
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의료기술, 전문 인력, 최첨단 의료
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의료관광객들에게 입국에서 치료, 관광까지 전 과정
을 지원하는 의료관광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평일 09:00~18:00 /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82-2-711-4492
kuninpharm.com
webmaster@kuninpharm.com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서로17 빅토리 테크노 타워 7층

나이스메디

Map no. 133

+82-2-2658-2408
www.nexus-pharma.com
gms@nexus-pharma.com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5길 71 씨에이치빌딩 6층

Map no. 132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다. 한국의 우수한 여러 병원과 협약을 통해 고객
에게 출국부터 귀국까지 One Stop 의료서비스를 제공
한다. 비티메디는 수많은 정보속에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 정확한 정보, 올바른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한다.
+82-70-7882-9162
www.nicemedi.com
nicemediko@naver.com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12 서한빌딩

넥서스파마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중증질환에 특화되
어 있다. 환자가 각 분야의 저명한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하며 한국에서 불편함 없이 치료를 받
고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국 순간부터 출국까지
컨시어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메디서클

Map no. 135

병의원 종합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 전문 회사로 지난
2013년 설립 이래 안정적인 성장하며 고객맞춤형 글로
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진취
적인 마케팅 회사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의료서비스 상
황에 맞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컨
설팅 컴퍼니로서 축적된 실무 노하우로 최고의 의료 컨
설팅을 제공한다.
+82-2-313-2600
www.medicircle.kr/index.do
marketing@medicircle.co.kr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06-7 BS타워 2층

더즌스타

Map no. 134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앞선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
들을 소개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기관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고객에게 한국의 좋은 것 들을 많이 보여주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82-2-3452-2177
www.12stars.co.kr/korean/main
master@12stars.co.kr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나길 10, 신화빌딩 5층

메디컬 코리아서비스

Map no. 136

강남구 우수 협력 성형외과 전문 유치업체로 영어권, 일
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아랍 통역 및 상담
직원이 직접 현지어로 상담을 제공한다. 메디컬코리아서
비스는 최저 수술비용을 보장하고 인증받은 원장 및 병
원을 찾을 수 있게 돕는다.
+82-10-2690-0394
misooda.com
miu@misooda.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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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관

unforgettable Korea tour with

Korea
Korea

씨앤디블루컴퍼니

Map no. 137

병원 운영 컨설팅 전문가 송춘근 대표가 해외영업·마
케팅·의료상담·화장품·유통·수출 등 다양한 분야
의 글로벌 인재들과 뜻을 모아 설립한 유치기관이다. 글
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다각화된 시각과 유니크한 접근법
은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며, 이를 통해 기존 시장 경
쟁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발굴하고 선점하여 마켓
리더가 되고자 한다.
+82-2-556-2510
www.cndblue.com
sales@cndblue.com / info@cndblue.com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1-20번지 Y&C 빌딩 4층

엠디케이

Map no. 139

외국인환자 유치 및 병원 해외마케팅 전문업체로 몽골, 러
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대상으로 환자유치 및
국내병원의 해외마케팅 업무로 현지에서의 박람회, 설명회
등을 주관하여 국내 병원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주로 하
고 있다.
+82-2-2272-1279
www.mdkcorp.net
master@12stars.co.kr
서울시 중구 광희동 1가 89-1 금호트윈오피스텔 1동 203호

에스에이엠투어

Map no. 138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등 동남아를 비롯하여 CIS국
가, 유럽, 미국, 호주 등 외국인 관광객을 전문적으로 유
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이다. 14년간 소형단체부터 대형
단체까지 많은 인센티브 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관광객들
을 유치하고 있다.
+82-2-423-2323
www.samtourkorea.com
samtour@nate.com / samtourkorea@gmail.com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한신잠실코아

우요아이메이

Map no. 140

2012년10월25일 사업을 시작하여 2014년12월 법무부 우
수유치업체로 계속 선정되었고 현재는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의 외국인 환자를 지속적으로 유
치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 활동 등 관
광활동이 결합 되어 있는 의료관광 유치 기관으로, 현
지에서의 역활을 강화하려 노력하고 활동 영역을 확대
하고 있다.
+82-2-720-1515
www.gokoreatour.com
master@ustravel.kr
서울시 종로구 세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110호

웰마켓㈜

Map no. 141

당사는 글로벌헬스케어 전문 의료기관, VVIP 의전 업체
와의 협업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있는 의료관
광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 및 국내 유명 관광지 투어,
고품격 에스테틱 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와 미래의 건강
모두를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82-2-3270-6213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009호

이부커스코리아

Map no. 143

의료문화를 주도하는 의료 웰니스 관광업체로 2003년도
법인을 설립 하였다.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법무부의
우수 의료관광 유치기관 선정업체였으며 2018년도 하나
투어 공식인증 예약센터 선정업체이다. 또한, 2017년부
터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다.
월~금 09:00~18:00 / 토 09:00~13:00 / 일, 공휴일 휴무
+82-2-733-5664
www.ebookers.co.kr
park@ebookers.co.kr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212, 2층

유에스 여행사

Map no. 142

전 세계 최대 네크워크를 자랑하는 당사의 장점을 살려
이미 관광분야 40년, 의료관광분야 10년간 축적된 풍부
한 경험과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최적의 의료기관 및 의
료진에게 연결은 물론 외국인 환자들이 서울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호텔, 차량, 의료통역, 관광, VIP·VVIP를
위한 맞춤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82-2-720-1515
www.gokoreatour.com
master@ustravel.kr
서울시 종로구 세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110호

제이에이치메디코어

Map no. 144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전세계
미용성형 의료 시장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병·의원 전문 토탈 컨설팅은 물론 CS교육, 의료 관광
사업 및 의료상품 개발을 포함하여 기업과 의료진, 의
료진과 고객, 고객과 기업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역할
에 기여하고 있다.
+82-02-517-0730 / +82-10-6809-0031
www.jhmedicore.com
rubylee@jhmedicore.com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80길 19-1,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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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관

조우뷰티

Map no. 145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
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 병원수출, 한국형 건
강검진센터 운영 및 병원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서
비스 전문 기관이다. 전국 Top 5 대학종합병원 및 한국
최고의 전문의료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 중동, 동
남아 전문입니다.
월~금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82-2-6441-9018
www.jowoobeauty.com
jowoobeauty@gmail.com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2F 벤처플라자 106호

코앤씨

Map no. 147

꾸준히 성장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관광 산업
트랜드의 변화 속에서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관광 산업의 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료
관광 산업의 선두 업체로서, 중추적인 역할로 최고의 의
료관광에이전시로 성장하였다.
+82-2-532-1114
www.konc.kr
gkoncco@naver.com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694-14 동성빌딩 2층

케이메디칼랩

Map no. 146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
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관광,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를 해외에 구축하고 위탁운영 및 국가간 원격진료를 하
는 의료서비스 전문 기관이다. 전국 Top 10 대학종합병
원 및 전문 건강검진센터와 협력하고 상시근무하는 사내
의료 전담 팀을 통해 상담에서 의료관광 및 사후관리까
지 원스탑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Map no. 149

폴스타헬스케어의 자회사로 2014년 설립되어 원격진료
와 유헬스케어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하며 쌓아온 기
술력과 사업경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수
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환자들에
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
를 통해 국부창출과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82-70-5101-2909
www.polestargl.com
polestargl@polestargl.com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74 강남미래타워

+82-2-6954-1022
www.k-medicallab.com
kml@k-medicallab.com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HP빌딩 17층

파마존

폴스타글로벌㈜

하나투어아이티씨

Map no. 150

하나투어 아이티씨는 대한민국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인바운드 전문 여행사이다. 하나투
어 그룹 전체 모토인 고객감동과 희망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를 널리 알려 국내 여행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82-2-398-6600
www.hanatouritc.com
hanashuttle@hanatour.com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5층

Map no. 148

건강한 사회 실현, 건강한 가치를 나눈다는 사명을 가지고
2007년 설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왔
다. 의약품, 의료기기 제품을 공급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
고, 고객의 니즈를 항상 주시하여 대한민국 바이오벤처들의
우수한 연구역량과 연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월~금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82-2-571-1311
www.pharmazon.co.kr
pharmazon@hanmail.net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5가 6 유니온빌딩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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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풀만

숙박

라마다서울호텔
Map no. 151

서울 중심에 위치하여 동대문, 명동, 남산 등 주요 쇼핑,
엔터테인먼트 중심지와 접근이 용이하다. 풀만과 서울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413개의 객실과 6개의 레스
토랑과 바, 실내 수영장, 스파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미쉐린 가이드 추천 중식당과 트립어드바이저 으뜸시설
로 뽑힌 뷔페 더 킹스에서는 최고의 맛을 즐길수 있다.
+82-2-2270-3374
www.ambatel.com/grand/seoul
서울시 중구 동호로 287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

+82-2-6202-2000
www.ramadaseoul.co.kr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0

Map no. 155

시그니엘서울

롯데월드타워 76층~101층에 위치한 이곳은 한국의 아름
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객실에서 서울의 파
노라믹한 스카이라인과 환상적인 야경을 조망할 수 있
다. 일몰과 일출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유
일의 호텔이다.
+82-2-3213-1000
www.signielhotels.com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76-101층

컨벤션헤리츠 포레힐호텔

Map no. 156

도심속의 힐링 이라는 새로운 컨셉으로 탄생한 포레힐
호텔은 기존 숙박위주의 호텔문화를 뛰어넘어 휴식과 치
유, 회복과 안정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진정한 힐링을
선사하는 곳이다. 객실 내 싱글침대는 전자동 무빙베드
로 되어있으며, 전 객실 공기청정기와 전자레인지를 보
유하고 있어 환자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고
객 맞춤의 고품격 서비스로 투숙하는 동안 불편하지 않
도록 케어하고 있다.
프론트 데스크 - 24시간 운영
+82-2-511-1884
www.foreheal.com
서울 강남구 학동로 117

삼정관광호텔
Map no. 153

세계적인 호텔 체인 그룹 베스트 웨스턴 인터내셔널로
부터 최고 등급인 프리미어로 지정된 특급호텔로, 글로
벌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한다. 총 372개의 객실 이외 비즈니스센터, 피트니스
센터등의 부대시설을 고품격 서비스로 즐길 수 있다.
+82-2-710-7111
seoulgarden.co.kr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58

Map no. 152

비즈니스와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인 강남의 대표적인 호
텔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선정릉 공원을 마주하고
있어 도심 속에 살아 숨쉬는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또
한 강남의 중심에서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신선
함과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다.

Map no. 154

역삼동에 위치한 삼정호텔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그
랜드호텔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통해 삼정호텔의 고유의 정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급
호텔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다.
+82-2-6916-0232
www.samjunghotel.co.kr
서울시 봉은사로 150

호텔롯데

Map no. 157

대한민국 최대 규모 호텔그룹으로 최상급 브랜드 ‘시그
니엘’, 럭셔리 비즈니스호텔 ‘롯데호텔’, 라이프스타일 호
텔 ‘L7’, 프리미엄 비즈니스호텔 ‘롯데시티호텔’ 등 다양
한 고객층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명동, 잠
실(강남 지역), 마포, 김포공항 등 서울 관광에 최적화
된 위치에 자리잡은 롯데호텔은 감동을 전하는 품격 있
는 서비스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호텔로 도약
하고 있다.
+82-2-771-1000
서울시 중구 을지로 30

www.lottehotel.com

롯데월드호텔

Map no. 158

리조트 형 비즈니스 호텔로 서울 강남의 요지, 잠실에 위
치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놀이공원인 롯데월드 어드벤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멀
티플렉스 롯데월드몰과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아름답
고 자연친화적인 석촌호수가 인접해 뛰어난 경관을 자
랑한다.
+82-2-419-7000
www.lottehotel.com/world-hotel/ko/information.html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호텔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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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ping

숙박

롯데시티호텔 김포공항

Map no. 159

김포공항 바로 옆에 위치하여 인천국제공항 및 서울 도
심까지 4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어 최적의 접근성을 자
랑한다. 특히 4만평 규모의 국내 최대 생태 테마파크인
‘롯데몰 김포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 뿐
만 아니라 쇼핑, 레저 등의 엔터테인먼트까지 원스탑으
로 즐길 수 있다.
+82-2-6116-1000
www.lottehotel.com/gimpo-city/ko.html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 롯데시티호텔김포공항

롯데시티호텔 마포

+82-2-6009-1000
www.lottehotel.com/mapo-city/ko.html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시티호텔마포

Shopping

L7 강남

Map no. 161

패션쇼 런웨이처럼 화려한 유행의 거리 강남의 문화를
닮은, 서울 강남의 중심에 위치한 라이프스타일 호텔이
다.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한 모든 것을 TV 채널 돌리듯
쉽게 즐길 수 있다.
+82-2-2011-1000
www.lottehotel.com/gangnam-l7/ko.html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5, L7 강남

Map no. 160

서울에 머무는 국내외 비즈니스 고객과 관광객을 위한
객실특화형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이다. 공항철도와 지
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서울 도
심 및 시내 관광지로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쇼핑

동화면세점

Map no. 162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46년된 대한민국 최초 시내면세
점으로서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용
이하다. 청계전, 광화문, 덕수궁 등 유명 관광지와 근접
한 이곳은 Hermes, Chanel, Prada,Rolex 와 같은 명품
브랜드 뿐만 아니라 MCM, 설화수, 라네즈, 후, 오휘 등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입점하고 있다.
+82-2-399-3000
www.dutyfree24.com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쇼핑

Map no. 163

롯데면세점

1980년 서울 소공동 명동본점을 시작으로 국내 9개지점,
인도네시아, 괌, 일본, 베트남 등에 해외 12개 매장을 운
영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영 인터넷면세점을 통해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세계 2위에 오른바가 있으며 2020년 세
계 1위 면세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직 면세쇼핑만을 위한 면세점 단독 건물에 LOUIS
VUITTON, HERMES, CHANEL, GUCCI 등 다양한 명
품 브랜드와 다채로운 화장품, 향수 브랜드 및 트랜디한
패션 상품까지 쇼핑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전망 좋은 옥
상 정원에서 휴식을 취하며 면세 쇼핑의 즐거움을 여유
롭게 느껴보자.

+82-2-3707-9602
kr.lottedfs.com/main
서울시 중구 을지로 30 롯데면세점 9-12층

+82-2-2233-3131
www.hotelshilla.net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

Tourist attraction

Transport

트릭아이 뮤지엄

관광지

Map no. 166

미술작품 전시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작품에 증강 현실
(Augmented Reality)을 적용해 관람객에게 더욱 놀라운
겸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의 엄숙한 미술관과 달리
관람객의 적극적 참여로 완성되는 신개념의 문화, 엔터
테인먼트 공간이다. 또한 평균 영하 5도로 유지되는 아이
스뮤지엄도 즐길수 있다.
09:00~21:00 연중무휴 / 입장마감 20시
+82-2-3144-6300
www.trickeye.com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3길 20 지하2층

Map no. 164

신라면세점

공항철도

교통

Map no. 165

직통열차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간을 무정차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하며, 공항 이용객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와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고급형 열차이다. 서울
역에서 인천공항 1터미널까지는 약 43분, 인천공항 2터
미널까지는 약 51분이 소요된다.
열차운임 : 어른 9,000원, 어린이 7,000원
제공서비스 : 서
 울역 도심공항터미널 무료 이용, 고객 라운지
이용, 지정 좌석제, 객실승무원 서비스 제공, 전
동카트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82-32-745-7344
www.arex.or.kr
인천시 서구 검바위로 46 공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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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광을 쉽고 유익하게

서울관광

Course 7

course 01. 하루 만에 즐기는 건강한 서울 산책
(종로구 일대)

course 02. 몸도 마음도 유쾌한 서울 나들이
(삼성동 일대)

빠르고 간편하게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종합건강검진부터
오직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웰니스 체험까지.
서울관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course 03. 온몸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서울 여행
(서울시 전반)

course 04. 매끈한 피부로 즐기는 한류문화
(강남구 – 용인 – 마포구 일대)

course 05. 서울 트렌드 중심지에서 럭셔리한 하루
(압구정/신사동 일대)

course 06. 색다른 추억을 위한 서울 한방의료 체험
(용산/중구 – 강남구)

course 07. 여유로운 한강에서의 도심 속 휴식
(여의도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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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ourse

하루 만에 즐기는 건강한 서울 산책 (종로구 일대)
우수한 의료 기술을 지닌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에서는
최첨단 장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소홀했던 나의 건강 상태를 간편하게 점검해보고

인사동거리

청계천

4. 광화문 광장

서울과 지역이 만나고 소통하는 교류 플랫폼.
지역 주민이 소개하는 참신한 관광지 정보와 휴식 공간
을 제공하고, 지역 특산물 판매 및 제철 먹거리를 통한 다
양한 요리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이곳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과, 왜구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낸 영웅 이순신 장군의 동
상이 있는 역사적 의의가 깃든 곳이다. 이외에도 대한
민국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보다 자세히 알려주는 곳들이 주변에 위
치해 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1층, 지하 1층
3호선 안국역 1번출구
11:00~20:00(화~일), 월요일 휴무
+82-2-738-1010
sangsaeng.seoul.go.kr

가뿐한 마음으로 서울의 다채로운 매력을 즐겨보세요.

상생상회

1. 상생상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1호선 시청역 1번출구

광화문광장

경복궁

2. 인사동거리
인사동은 한국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전통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가 인사동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제대로 된 한국을 느낄 수 있다.
인사동에서 가장 사랑받는 곳 중 하나인 ‘쌈지길’에는 각
종 공예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뱅글뱅글 감겨있는 독특
한 형식의 건물과 뻥 뚫려있는 노천정원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3호선 안국역 6번출구

3. 청계천

인사동

번화한 서울의 중심에서 시민들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하천이 광화
문까지 쭉 이어져 있어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연말에는 빛초롱축제가 열려 다채로운 연등
이 청계천을 빛내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구 청계천로

건강검진

05 강북삼성병원
●
57 강북삼성병원 종합건진센터
●
24 서울대학교병원
●
37 제일병원
●
50 K
 MI한국의학연구소
●

광화문 검진센터

산부인과

109 차
 병원 여성의학연구소
●

서울역센터

15p

성형외과

27p
19p
22p

치과

26p
피부과

39p

75 르미엘성형외과
●
100 위즈앤미의원
●

31p

68 더스퀘어치과의원
●
103 유펜아이비치과
●
70 더 클리닉
●
15 리뉴미피부과 동대문점
●
78 명동아름다운나라 피부과
●

30p

1호선 종로5가역 5번출구

5. 경복궁
경복궁은 조선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며 서울에
서 가장 사랑받는 장소 중 한곳으로 태조 이성계가 건축
한 조선 왕조의 궁궐이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감
상할 수 있고, 1년에 4번 야간에도 관람이 가능하다. 특
히 야간에는 고궁의 아름다움과 빛이 어우러진 경복궁
의 특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경복궁을 지키는 조선시
대 수문장의 교대 모습을 감상하는 것 또한 특별한 경
험이 될 것이다.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3호선 경복궁역 5번출구
1, 2, 11, 12월 : 09:00~17:00(입장마감 16:00)
3, 4, 5, 9, 10월 : 09:00~18:00(입장마감 17:00)
6,7,8월 : 09:00~18:30(입장마감 17:30)
+82-2-3700-3900
www.royalpalace.go.kr

37p

37p
30p
17p
32p

56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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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도 마음도 유쾌한 서울 나들이 (삼성동 일대)
고층 빌딩 사이 고즈넉한 풍경을 뽐내는 세계문화유산, 선릉·정릉에서부터
서울의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백화점 쇼핑과 특별한 한류·문화 체험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에서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다양한 놀거리로 가득한 서울을 즐길 수 있는 2일간의 여행을 소개합니다.

1. LG아트센터

3.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세계적 수준의 기획공연 'CoMPAS(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를 통해 해외
거장 아티스트부터 신진 아티스트의 연극, 무용, 클래식,
재즈, 월드 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
을 관람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수많은 세계적인 브
랜드와 한국의 고급 브랜드가 모여 있는 백화점이다. 남
녀 패션, 아동복, 화장품, 쥬얼리, 명품 시계 등의 품목 외
에도 200여 개의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내방하는 외
국인 고객들은 백화점 2층에 위치한 외국인 서비스 데스
크에서 편리하게 통역 서비스, K카드 신청 서비스, 적립
금 환전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할인 혜택 또
한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82-2-2005-0114
공연에 따라 요금 및 이용시간 상이
2호선 역삼역 8번출구
www.lgart.com

1일차 일정

LG아트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
3호선 압구정역 6번출구
10:30~20:30
+82-2-552-2233
www.ehyundai.com

선정릉

현대백화점

세븐럭카지노

2. 선정릉
선릉, 정릉을 합쳐서 간단하게 선정릉이라고 부른다. 선
릉은 조선 제 11대 왕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의 능묘이고,
정릉은 조선 제9대 왕 중종의 왕릉이다. 선정릉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있으며, 독특한 건축양식과 아름다운 자
연 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유네스
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있다. 외국인들은 여권을 가지고
가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9호선 선정릉역 3번출구
09:00~21:00
+82-2-568-1291

코엑스아쿠아리움

건강검진

51 KMI한국의학연구소 강남검진센터
●
01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03 강남세브란스병원
●
13 대항병원
●
16 미즈메디의원
●
22 삼성서울병원
●
88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
25 서울아산병원
●
125 한신메디피아
●

26p
14p
14p
17p

산부인과

77 리즈산부인과
●
90 솜씨좋은 산부인과의원
●
115 최상산부인과의원
●

4. 세븐럭카지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세븐럭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다. 총 면적 6093.5 평방미터의 넓이에 82
대의 테이블 게임과 121대의 최신형 슬롯머신이 구비되
어 있으며, 바카라, 다이사이, 캐리비안 스터드 포커등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고객서비스센터, 케이터링 스탠딩 바 등의 시설이 완비
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세븐럭카지노는 24시간 영업 중에 있어 시간에
관계없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58, 컨벤션별관
9호선 봉은사역 1번출구
24시간
+82-2-466-6100
www.7luck.com

32p
34p
40p

18p
19p
34p
19p
43p
58 . 59

2일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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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서울 여행

course

서울의 현재를 볼 수 있는 강남, 전통이 살아있는 강북, 쇼핑 천국 명동 등
코엑스 아쿠아리움

코엑스

SMTOWN
코엑스아티움

봉은사

일주일간의 여행으로 한국의 특별한 전통과 문화, 과거와 현재를 마음껏 경험해보세요.

1. 코엑스 아쿠아리움

3. SMTOWN 코엑스 아티움

수족관 내에는 130여 개의 수조가 설치되어 있
으며, 650여 종 40,000여 마리의 수상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꿈같은 물의 세계 여행’을 주제로 물의 순환을 따
라 높은 산에서부터 깊은 바다까지 둘러볼 수 있는 생태
계 전시회라고 할 수 있다. 해저터널, 산호 미술관, 아마
조니아 월드 등의 다양한 전시관은 생태계에 대한 지식
을 확장할 수 있는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이다.

SMTOWN 코엑스 아티움은 SM엔터테인먼트
에서 심혈을 기울여 오픈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2층에는
스타들의 액세서리 매장이, 3층에는 스타들의 사진 전시
장과 예약 가능한 녹음실이, 4층에는 카페와 스타 컨셉
의 디저트 매장이, 5층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홀로그
램 콘서트홀이 위치해 있다. SMTOWN 코엑스 아티움에
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몰 B1층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10:00~20:00
+82-2-6002-6200
www.coexaqua.com

한국에 왔다면 꼭 가봐야 하는 다채로운 명소들을 모았습니다.

1일차 일정

광장시장

창덕궁

비밥

서울의료관광 헬프데스크

N서울타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11:00~22:00
+82-2-6002-5811
www.smtownland.com

4. 봉은사 (템플스테이)

2. 코엑스
배불리 먹었다면 코엑스를 둘러볼 차례다. 흔
히 말하는 코엑스는 건물의 지하 1층, 2층을 말한다. 260
여 개 브랜드 매장과 개인 매장, 대형 서점, 영화관, 면세
점 등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날씨가 어떻든 간에 코
엑스에서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코엑스의
내부는 복잡해서 한국인들조차 길을 잃곤 한다. 안내 데
스크에서 가이드북을 받아 참고한다면 훨씬 편리하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2호선 삼성역 6번출구
+82-2-6000-0114
www.coex.co.kr

서울 강남구 중심의 가장 번화한 곳에 위치한 봉은사
는 일찍이 조선시대 승과 시험이 치러지던 선불당이었
다. 한국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는 곳으로 불리며 1,200년
역사를 지켜오고 있다. 바깥의 번화한 대도시와는 다르
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가지고있다. 이름에서
도 알 수 있듯이 ‘템플스테이’는 사찰 문화를 체험하고,
수행자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예불, 좌선,
참선 등의 다양한 체험 활동 속에서 심신을 닦는 것은 현
대인들이 겪기 어려운 성찰과 깨달음의 시간을 갖는 기
회라고 할 수 있다. 사찰 체험은 1박 2일의 템플스테이와
반나절 동안의 템플라이프로 구분되어 있다.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9호선 봉은사역 1번출구
11:30~21:30
+82-2-3218-4826
www.bongeunsa.org

건강검진

●
06 건국대학교 병원
●
07 경희의료원
●
09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19 바로선병원
●
21 사랑플러스병원
●
87 서울내외의원
●
28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
30 심정병원
●
33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40 한양대학교병원
●
04 강동경희대병원

15p
15p
15p
16p
18p
18p
34p
20p
21p
21p
23p

숭례문

•템플라이프 (반나절 / 자유여행)
구분

내용

일시

매주 목요일 14:00 ~ 16:30

대상

18세 이상 한국인 및 외국인

비용

2만원

접수방법

현장 접수 / 인터넷 접수

언어

영어

세부내용

14:00
15:00
15:50
16:00

사찰 참관
연등 제작
참선
다도

1. 광장시장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시장’이다.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합시장 중 한 곳으로 갈수록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그중에서
도 광장시장 맛집 거리가 가장 환영을 받고 있다. ‘런닝
맨’에 출현했던 ‘순희네 녹두 빈대떡’, ‘원조 마약 김밥’, ‘
하니네 순대 잔치국수’ 등의 맛집이 여러분의 입맛을 만
족시킬 것이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88
5호선 을지로4가역 4번출구
+82-2-2267-0291
www.kwangjang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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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덕궁

5. 서울의료관광 헬프데스크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아
름다운 한국의 전통을 간직한 곳이다. 창덕궁은 1405년
(태조 5년)에 건축되었다. 조선 임금들이 가장 오랜 기
간 머물렀던 궁전이기도 하다. 창덕궁은 산맥의 지세에
따라서 계곡을 끼고 건축되었으며 한국 궁궐 건축물 중
대표적인 비정형 건축물이다. 특히 비밀스러운 정원인
창덕궁 후원을 방문하고 싶다면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서울의료관광 헬프데스크는 서울 관광명소인 명동에 위
치하며, 서울의료관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의 다양한 언
어로 안내가 가능하며, 의료서비스 예약, 여행 정보 제
공,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헬프
데스크 내의 직원들과 상담원들은 의료 법률 지식을 갖
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서비
스를 즐길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99
3호선 안국역 3번출구
2월~5월, 9월~10월 09:00~17:00, 09:00~18:00 6월~8월
09:00~17:30, 9:00~18:30 11월-1월 09:00~16:30, 09:00~17:30
+82-2-3668-2300
www.cdg.go.kr

•출입국 및 비자 자문
•의료 입원, 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 소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및 세금 환급 안내
•서비스 기관 및 의료 상품 정보 제공
•숙박, 먹거리, 볼거리 등 관광 정보 제공
•건강검진 서비스 예약
•의료 서비스 기관 연락 및 통번역
•불만사항 접수, 분쟁 발생 시 지원
서울시 중구 퇴계로 131, 2층
4호선 명동역 9번출구
+82-1577-7129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2일차 일정

덕수궁

명동거리

명동성당

한국의집

1. 덕수궁

3. 명동대성당

명동, 인사동, 청계천, 시청 광장 등 한국을 대
표하는 관광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궁궐
로 임진왜란과 대한제국 시기의 많은 변혁을 겪은 덕수
궁은 난을 극복한 상징적인 공간이며 역사의 중심에 있
었던 공간이기도 하다. 수차례의 난에도 불구하고 덕수
궁은 형체를 보존해왔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한국 전통
의 건축물과 1900년대 지어진 서양 양식의 건축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덕수궁 돌담 외부의 길은 아름다
운 산책로로 유명하기도 하다. 덕수궁 입장권을 구매하
면 덕수궁 안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 덕수궁 미술관
을 추가 요금 없이 관람할 수 있다.

한국 천주교를 상징하는 성당으로 120년의 긴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최초의 순수한 고딕양식 건물
로 웅장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4호선 명동역 8번출구
+82-2-774-1784
www.mdsd.or.kr

서울시 중구 세종대왕로 99
1호선 시청역 2번출구
09:00~20:00
+82-2-751-0734
www.deoksugung.go.kr

4. 비밥
전통 거리를 모두 둘러보았다면 이제 문화 공연을 감상
할 차례다. ‘역사상 가장 맛있는 공연’이라고 불리는 ‘비
밥’이 당신의 하루 여정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줄 것
이다. ‘비밥’은 8명의 요리사를 주인공으로 그들을 둘
러싸고 벌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루는 공연이다.
B-BOX, 스트릿 댄스 등의 공연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반주 없이 육성만으로 각종 요리 소리를 흉내 낸다. 또한
B-BOYING, 체조 등으로 요리 기예 동작을 묘사하여 흥
미를 더한다. 공연은 무언극 형식으로 진행되어 어느 나
라 관람객이든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눈앞에 펼쳐지
는 맛있는 연극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86
3호선 안국역 6번출구
월 20:00 / 화-토 17:00, 20:00 / 일 15:00, 18:00
웹사이트 예약 및 구매

6. N서울타워
N서울타워는 서울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
로서 먹거리, 휴식 공간, 문화공간이 모여있는 인기 여
행지다. N서울타워는 한국 최초의 TV 전파 송신탑으로
서 1969년에 시공되었고, 1980년부터 개방되기 시작했
다. 높이 236.7m, 해발고도 479.7m의 여행 포인트로 구
름과도 만날 수 있는 높이의 여행지다. 서울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 로맨틱한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지, 독특
한 사랑의 자물쇠 등으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데이트 성지 중 한 곳이다.
서울시 용산구 남산공원길 105
4호선 명동역 1번 출구
10:00~23:00
+82-2-3455-9277
www.nseoultower.com

2. 명동거리

4. 한국의집

명동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자리하고 있다. 쇼
핑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매장까지 모두 한 곳에
서 만날 수 있다. 먹거리를 원한다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간장게장, 삼겹살을 포함해서 드라마 속 간식들까
지 없는 게 없다. 여행 명소로는 엄숙하고 정갈한 분위기
의 명동성당, 전통문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남산골 한옥
마을, 연인들로 가득한 남산타워 등이 주변에 위치해 있
다. 모든 것이 가능한 명동,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의 선
택에 달려있다.

'한국의집’은 도시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건
물은 전통 건축 방식에 따라 지어졌다. 이곳에서는 한국
궁정 요리, 한국 문화 체험, 한국 예술 체험, 전통 혼례 감
상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사계절에 맞춰 차려진 궁정 요
리를 맛보고, 수준 높은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음악 공
연, 춤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서울시 중구 퇴계로 126

4호선 명동역 3번출구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길 10
점심식사 12:00~14:00/ 1부 17:00~18:30 / 2부 19:00~20:30
전화예약
+82-2-2266-9101
www.koreahou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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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일정

청와대 사랑채

4일차 일정

삼청동

북촌

3. 삼청동
삼청동은 서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유롭고 편안한 곳으
로 자리잡고 있다. 삼청동 큰 길을 따라가다가 왼쪽으로
꺾으면, 삼청동 카페거리로 들어갈 수 있다. 크고 작은 특
색 가득한 카페들이 모여 있는 카페 거리의 풍경을 만끽
하고 싶은 관광객들에게는 필수 코스이다. 삼청동 내에
있는 카페라면 맛과 품질은 보장할 수 있어 어떤 카페를
선택해도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옛 한옥과 가게가 빼곡
한 거리의 풍경을 배경으로 분위기 넘치는 사진 속의 주
인공이 되고 싶다면 이곳을 놓쳐서는 안된다.

1. 청와대 사랑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몰

1. 올림픽공원

3. 롯데월드

올림픽공원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하
고 있으며 1986년에 준공되었다. 서울시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 건설하였으며 수영 경기장, 체조 경기장,
테니스 경기장 등이 모여 있는 대형 경기장이다. 현재는
시민공원으로서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공원 내 경
기장에서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열린다. 공연뿐만 아니
라 감탄할만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국 드라마
에 자주 등장하는 나홀로나무 역시 이곳에서 볼 수 있다.

롯데월드는 미국의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 정
상급의 테마파크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며, 스릴 넘치
는 각종 놀이기구들, 시원한 아이스링크장,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거대한 공원, 각종 공연장, 민속 박물관 등의 즐
길 거리들이 함께 모여 있다. 테마파크 외에도 롯데월드
에는 백화점, 레스토랑, 대형 할인 매장, 스포츠센터 등
의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밀집해 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8호선 몽촌토성역 1번출구
05:00~22:00
www.olympicpark.co.kr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2, 8호선 잠실역 4번출구
09:00~22:00
+82-1661-2000
www.lotteworld.com

3호선 안국역 1번출구

청와대는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대통령의 관
저로 사용되고 있다. 청와대 사랑채는 대한민국 역대 대
통령의 발자취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종
합관광홍보관으로, 1층은 한국문화관광전시실 및 기념
품점과 쉼터, 2층은 청와대관, 행복누리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3길 45
3호선 경복궁역 2번출구
09:00~18:00(입장 17:30까지) 1월 1일, 매주 월 휴관(단, 월요일
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 첫번째 평일 휴관)
cwdsarangchae.kr

4. 롯데월드타워몰
4. 북촌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전통 한옥이 밀
집한 전통문화 구역이다. 이곳은 원래 조선시대 양반 가
문들이 사는 곳으로, 1,500여 채의 전통 한옥이 보존되
어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고즈넉하고 여
유 있는 북촌 한옥의 사잇길들을 걸으며 한국 전통 건축
물의 정취를 느껴보자. 특히 오래된 홰나무 사이로 화려
한 서울의 경치를 보자면 옛 것과 현대가 하나 되는 느
낌을 받을 수 있다. 운치 있는 한옥들 이외에도 각종 전
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들도 가득하니 특별한 여행 기억을
이곳에서 남겨보자.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37

2. 몽촌토성
올림픽공원 내에 자리한 몽촌토성은 백제 초기에 축조된
약 2.7km 길이의 성벽으로, 인근 풍납토성과 함께 당시
의 건축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한성백제의 유적이다. 역
사의 현장을 마주하는 곳이자 유채꽃과 보리밭, 드넓은
잔디밭이 어우러진 쉼터로 많은 이들이 찾는다.
8호선 몽촌토성역 1번출구

롯데월드타워는 ‘제2 롯데월드’라고도 불리며,
123층 총 높이 555m로 한반도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그중에서 롯데월드타워몰
은 지하 2층부터 지상 11층까지 13개 층에 자리하고 있
다. 현재 롯데월드타워몰 내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매장이 있는 에비뉴엘, 21개 상영관 4,600 좌석이 구비된
아시아 정상급 영화관, 쾌적한 쇼핑몰, 수족관, 콘서트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2호선 잠실역 10번출구
10:30~20:00
전화예약
+82-2-3213-5000
www.lwt.co.kr

3호선 안국역 2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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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 피부로 즐기는 한류 문화

2일차 일정

(강남구 – 용인 – 마포구 일대)
헐리우드 최고 인기 영화 어벤저스가 촬영된 한강의 야경과

MBC WORLD

하늘공원

트릭아이 미술관

롯데 엘큐브

최고의 한류 방송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그리고 젊음의 거리 홍대까지
한류문화를 보고, 느끼고, 즐기며 한류스타와 같은 매끈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는
특별한 2일을 소개합니다.
1일차 일정

강남역

25p
25p
27p
29p
30p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
10:00~18:00
+82-1566-3433
전화문의
mbcworld.imbc.com

37p
40p

4. 롯데 엘큐브

41p
41p

2. 세빛섬
세빛섬은 한강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한국어
로 ‘세 줄기의 빛이 주위를 밝히는 섬’이라는 뜻을 가지
고 있다. 각각 비스타, 비바, 테라라는 이름으로, 꽃, 꽃
봉오리, 씨앗을 닮은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밤이면 한
강을 밝히는 세 개의 야명주처럼 시선을 끈다. 세빛섬 주
변에는 강을 끼고 야외 식당, 카페, 주점들이 조성되어 있
다. 세계적으로 흥행한 어벤저스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
져 있다. 세빛섬 안에서는 각종 전시회, 크고 작은 컨퍼
런스가 열리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가득한 행복한 결혼
식이 열리기도 한다. 아름다운 야경을 위해 방문하는 관
광객과 다르게, 서울 시민들에게 이곳은 저녁 시간 이후
의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09:00~23:30
+82-1566-3433
www.somesevit.co.kr

•C 구역 : MBC 최고 인기 프로그램 체험구역으로 스타
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7p

강남역 부근에는 성형외과·피부과가 밀집해 있어 아름
다운 얼굴을 원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은 곳이다. 뿐
만 아니라 강남에 도착하면 주변 쇼핑지역과 유명 매장
들도 놓칠 수 없다. ‘강남역 지하상가’는 한국 20대 여성
들의 옷장을 채워주는 소중한 쇼핑 지역 중 하나이다. 가
격은 싸고 질 좋은 제품들이 많아 여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국의 필수 메신저 앱 카카오톡의 캐릭터 숍인
카카오프렌즈숍 역시 꼭 방문해봐야 할 필수 코스이다.

카카오 프렌즈 스토어 강남역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29
10:30~22:00 +82-2-6494-1100 store.kakaofriends.com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3길 20, 서교프라자
2호선 홍대입구역 9번출구
09:00~21:00
+82-2-3144-6300
전화 문의
www.trickeye.com

17p

1. 강남역

강남역 지하상가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96
2호선 강남역 12번출구

집 밖으로 나가길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3D로
전 세계를 유람시켜 드린다. 최근 대대적인 리모델링으
로 약 60%의 작품들이 교체되었고 특히 오락 테마공간
‘카니발 스트릿’관의 프로그램들을 증설하여 휘황찬란한
서커스단과 함께하는 카니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테마관들이 기획되어, 신비로운 수상 세계,
세계의 명화들을 완전히 새롭게 각색한 체험관 등을 만
나볼 수 있다.

•B 구역 : MBC의 유명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
공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할 수 있고 주변의 상점에서
각종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다.

피부과

세빛섬

3. 트릭아이미술관

지상파 방송사 MBC에서 운영하는 방송 프로
그램 테마파크로, 한류 문화의 주역인 각종 드라마와 예
능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시
설을 제공한다.
•M 구역 : MBC의 발전 역사 관찰, 야외 스튜디오 참관,
홀로그램 공연 관람, VR 체험, 댄스 체험 등의 프로그
램이 준비되어 있다. 4층에는 사극 전문 체험관이 준
비되어 있고, 7층에서는 MBC 보도국의 실제 업무 환
경을 관찰할 수 있다.

세빛섬

46 CU클린업피부과
●
47 JF피부과
●
56 강남 아름다운나라 피부과
●
66 더마주피부과
●
69 더 의원
●
16 리뉴미피부과 서초점
●
17 리뉴미피부과 잠실점
●
102 유앤아이의원 신촌점
●
112 청담엔비의원&피부과
●
116 클럽미즈9라미체의원
●
117 톡스앤필의원
●

1. MBC WORLD

엘큐브는 트렌드를 좇는 젊은 고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 쇼핑 공간이다. 엘큐브의 ‘엘’은 스페인어
로 유일하다라는 뜻이고, ‘큐브’는 변화무쌍한 큐브를 말
한다. ‘엘’과 ‘큐브’를 더하여 ‘최고의 패션 트렌드 공간’이
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엘큐브는 유행의 흐름을 바싹
따르고 있다. 일반 쇼핑몰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브랜드
를 만날 수 있는 엘큐브는 젊음과 활력이 가득한 공간 홍
대 초입에 위치해 있다.

2. 하늘공원
하늘공원은 월드컵 공원 내의 테마파크로 산비탈 위에
조성되어 이와 같은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하늘공원 내에
서면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다. 흥미로
운 점은, 하늘공원이 있는 산비탈은 원래 쓰레기 매립지
였다는 점이다. 미화 작업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아름다
운 모습을 갖추게 됐다. 하늘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억새풀이다. 매년 10월이면 하늘공원 전체가 아름다운
억새풀로 가득 차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95 탐방객안내소
1번출구
05:00~22:00
+82-2-300-5501

서울시 마포구 홍익로 6길 4 2호선 홍대입구역 9번출구
12:00~22:00 +82-2-3789-2500 전화 문의
lotteshopping.com

6호선 상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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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트렌드 중심지에서 럭셔리한 하루
(압구정/신사동 일대)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에서 당신의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동시에,
서울의 최신 트렌드를 즐길 수 있는 1일 강남 투어를 소개합니다.
최고급 명품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한류스타가 찾는 한국 트렌드의 중심
압구정 거리를 거닐며 서울 피부 미녀의 하루를 경험해보세요.

1. 압구정로데오거리

3. 청담동 패션지역

로데오거리는 압구정과 청담동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명
실상부 ‘한류 트렌드의 중심’이다. 한국의 유행을 제대로
알고 싶거나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들을 사고 싶다면, 꼭
로데오거리를 방문해 보자. 각종 다양한 명품 스토어, 특
색 있는 편집숍, 럭셔리 매장들이 모두 여기에 있다. 쇼핑
이외에도 길을 따라서 분위기 좋은 맛집, 카페, 디저트 가
게들이 모여 있다. 소위 말하는 한국의 잘 나가는 남녀들
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디자이너들의 작업실과 쇼룸, 연예인들의 단골 헤어숍과
뷰티숍, 웨딩숍이 자리해 트렌드 세터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숍이 길게 늘어선 청담동 명
품거리도 이곳에 자리한다. 유명 브랜드와 디자이너 제
품을 선별해 카페, 갤러리, 레스토랑과 함께 운영하는 다
양한 형태의 멀티숍도 인기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2, 3번 출구

3호선 압구정로데오역 1번출구

5. SMT SEOUL
압구정 로데오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청담동패션지역

SMT SEOUL

2.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전 세계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명품들이 즐비
한 고급 백화점이다. 젊은 소비층을 위한 ‘갤러리아 백
화점 WEST’ 구역과 국내외의 유명 럭셔리 브랜드가 모
인 ‘갤러리아 백화점 EAST’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갤
러리아 백화점은 고객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
국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뿐 아니라, 수많은 해외여행객
들이 쇼핑을 위해 첫 번째로 방문하는 장소이다. 쇼핑 후
에는 WEST관 지하 1층의 고메이 494에서 세계 각국의
미식을 맛볼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43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3번출구
10:30~20:00
+82-2-3449-4114
dept.galleria.co.kr

갤러리아백화점

성형외과

41 4월31일 성형외과의원
●
43 BK성형외과
●
44 CBK성형외과의원
●
48 JK성형외과
●
49 JW성형외과
●
53 VIP성형외과
●
54 강남삼성성형외과
●
58 갸름한 성형외과
●
60 글로비성형외과의원
●
62 노종훈성형외과
●
64 대영성형외과의원
●
65 더 성형외과
●
67 더블랙의원
●
72 드림성형외과
●
73 라포레성형외과
●
74 루비성형외과
●
76 리엔장성형외과의원
●
80 미소유성형외과의원
●
81 바노바기성형외과
●
83 바탕성형외과의원
●

24p
24p
25p
26p
26p
26p
27p
27p
28p
28p
29p
29p
29p
31p
31p
31p
31p
32p
33p
33p

23 서울365MC
●
92 시너지성형외과
●
93 씨디유청담유 성형외과의원
●
94 아이웰 성형외과
●
95 압구정리젠 성형외과
●
96 압구정서울 성형외과
●
97 에버성형외과의원
●
99 원진성형외과의원
●
107 제이제이성형외과
●
110 첫번째의원
●
113 청담여신성형외과
●
114 체인지의원
●
118 티에스성형외과
●
119 티엘성형외과의원
●
120 페이스라인성형외과
●
122 프레쉬의원
●
123 프롬비성형외과
●
124 프리미어성형외과
●
126 허쉬성형외과
●
127 현대미학 성형외과의원
●

19p

모발이식

63 닥터안헤어플란트의원
●

28p

비뇨기과

121 프라우드 비뇨기과의원
●

42p

42 BGN밝은눈안과
●
55 강남성모안과의원
●
11 김안과병원
●
71 드림성모안과의원
●
84 밝은성모안과의원
●
89 서울밝은세상안과의원
●
128 힐링안과
●

24p

98 예송이비인후과
●

36p

08 고도일병원
●
12 나누리병원
●
35 우리들병원
●

16p

35p
35p
35p
36p

안과

36p
36p
37p
38p
39p
40p
40p
41p

이비인후과

41p
41p
42p
42p
42p

정형외과

SM엔터테인먼트사의 SMT SEOUL은 서울 청담동에 위
치한 레스토랑이다. 총 5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2층
(PLAYGROUND)에서는 런치메뉴, 디너메뉴, 애프터눈
티가 제공되며, 천장에서는 SM 연예인들의 홀로그래픽
이 흘러나온다. 매주 목, 금, 토요일 밤 10시 이후에는 DJ
공연이 있다. 3-4층(PENTHOUSE)은 사전 예약이 필요
하다. 가장 꼭대기 층인 5층은 정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SMT SEOUL에서는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UM MARKET에서 출시하는 각종디
저트를 구매할 수 있고, SUM CAFE의 향기로운 차를 맛
볼 수 있다. 운이 좋다면 한류스타를 직접 만나는 행운
을 잡을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79길 58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3번 출구
+82-2-6240-9300 전화 문의
www.smt-seoul.com

줄기세포

치과

27p
16p
30p
33p
34p
43p

11:00~01:00

111 청담셀의원
●

39p

45 CDC어린이치과
●
10 굿라이프치과병원
●
14 라이브치과병원
●
32 에스플란트치과병원
●
101 유씨강남치과의원
●
106 제아치과의원
●
108 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원
●

25p
16p
17p
21p
37p
38p
39p

17p
22p

43p
4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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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추억을 위한 서울 한방의료 체험
(용산/중구 – 강남구 일대)
부작용 걱정 없이 신속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한방 의료를 경험해보세요.
서울의료관광 협력 한방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위해 상담시 다양한 언어로 통역을
제공하며, 한방과 양방을 접목한 특별한 치료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헬스케어 서비스를 체험해보세요.

이태원거리

2. 이태원거리

조선시대 의료 기관인 보제원을 뿌리로 둔 명실상부 대
한민국 한의약의 중심지 서울약령시는 전국 한약재 거래
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의 한약 유통지로 한의
약 관련 전문업소 약 1,000여개가 모여 있는 역사와 규모
를 자랑하는 곳이다.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 구입은 물론
한방 의료 서비스와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인근의
국내 최대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외국어로 된 간판, 상인들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과 카페 때문에 이곳이 서울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국적인 거리이다. 브런치, 파티문화 등 이태원
만의 분위기를 즐기며, 세계 각국에서 수입해 온 독특한
물건들을 쇼핑한다.
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서울약령시 한복판에 들어선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전통
의학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자 설립된 한방복
합문화시설로, 유물과 약재 등을 전시해놓은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약재를 넣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
욕체험장’, 한방 마스크 팩 체험과 스트레스를 진단해 볼
수 있는 ‘한방체험실’, 역사 드라마에서 본 의녀·의관 복
장을 입어보는 ‘전통의상체험실’, 한의사가 무료 진료를
하는 ‘한방이동진료실’, 한약재를 이용하여 건강한 레시
피를 배워보는 ‘약선음식체험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일차 일정

서울약령시 서울한방진흥센터

1. 서울약령시 서울한방진흥센터

경리단길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6
1호선 제기동역 2번 출구
오전 10시~오후 6시(11~2월은 오후 5시)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휴관
+82-2-969-9241
어른 1,000원, 청소년 500원
서울한방진흥센터 kmedi.ddm.go.kr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museum.ddm.go.kr

3. 경리단길
최근 경리단길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
스가 되었다. 이국적인 분위기의 맛집과 카페 감성의 분
위기를 모두 간직한 장소이다. 경리단길은 북쪽으로 남
산을 마주하고 있어, 경리단길의 거의 모든 위치에서 남
산과 N서울타워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남
쪽으로는 유명한 이태원의 큰 길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
어 서로 다른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태원이 시
끌시끌하고 번화하다면 경리단길은 문예적인 풍취와 참
신함이 가득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녹사평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거리 또는 지하
철 6호선 이태원역 1번출구

서울한방진흥센터

한의원

59 경희일생한의원
●
61 김정국한의원
●
79 명옥헌한의원
●
85 비타민한의원
●

28p
28p
32p
33p

86 생기한의원
●
91 쉬즈한의원
●
104 이문원한의원
●
105 자향미한의원
●

33p
35p
38p
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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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운 한강에서의 도심 속 휴식 (여의도 일대)
바쁜 관광 일정 속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다면.
서울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한강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세요.
아름다운 한강의 경치를 즐기며, 지친 하루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한강에서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63빌딩

여의도 한강공원

건강검진

한강유람선

52 K
 MI한국의학연구소
●

여의도검진센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미즈메디병원
부민병원
성애병원
세브란스병원
씨엠병원
영등포병원
우리들병원 김포공항
중앙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치과

02
●
18
●
20
●
26
●
27
●
31
●
34
●
36
●
38
●
39
●
29 신촌다인치과병원
●

26p
14p
18p
18p
20p
20p
21p
22p
22p
23p
23p
20p

2. 여의도한강공원

3. 한강유람선

아름다운 벚꽃길 여의서로와 인접해 다채로운 도심 축제
의 무대로도 유명하다. 매년 4월엔 ‘한강여의도봄꽃축제’
가, 10월엔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성대하게 열린다.

한강의 풍경을 감상하는 방법은 육상과 수상
두 가지가 있다. 많은 관광객들은 물에서 한강 전경을 감
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수상 관람을 위해서는 ‘이랜드 크
루즈’나 ‘오리배’를 선택할 수 있다. 비교해서 말하자면
이랜드 크루즈가 가성비와 편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람선 노선은 여의도와 맞은편의 세 개의 다리, 63빌딩
을 지난다. 한강 유람선 이랜드 크루즈 정류장은 지하철
‘여의나루 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 좌측 전방에서 찾을
수 있으며, 1시간에 1대 이상 운행한다.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도심 속에서 시원하게 펼쳐진 한강을 바
라보며 수영을 즐길 수 있어 여름철 서울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5호선 여의나루역 4번출구
7~8월 09:00~19:00
+82-2-785-0478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소인 3,000원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국회가 열리는 곳으로 1975년 준공된 국회
의사당은 우리나라의 24절기를 상징하는 24개의 화강암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으며, 가운데에는 커다란 돔 형태의 지붕이 덮
여 있다.
예약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
로자의 날 5.1, 국회개원기념일 5.31 휴무)
9호선 국회의사당역 1, 6번 출구
+82-2-788-3664
memorial.assembly.go.k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280
5호선 여의나루역 4번출구
13:00~22:00
+82-2-3271-6900
홈페이지
www.elandcruise.com

1. 63빌딩
(스카이아트, 아쿠아플래닛)
63빌딩은 서울의 맨하탄, 여의도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건축물이다. 외부에는 이중반사유리를 사용한 63빌딩은
태양 아래에서는 금빛으로 빛나는데, 이 때문에 ‘황금 빌
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63빌딩 최고층에
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술관인 ‘스카이아트’가 위치
해 있다. 빌딩 내에는 인테리어 보수를 마치고 2016년 7
월에 다시 오픈한, 가까이서 해저 세계를 볼 수 있는 ‘아
쿠아플래닛’도 위치해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5호선 여의나루역 4번출구
10:00~22:00
+82-2-789-5663
www.aquaplanet.co.kr/63/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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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edical Tour
Specific
Information
서울은 의료관광객들이

Web site

Help desk

클릭! 메디컬투어서울

서울의료관광 헬프데스크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울의료관광”

서울을 방문한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 의료기관 안내 및

서울의료관광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약 지원, 서울 웰니스 관광지 안내 등 서울의료관광에 필요

서울의료관광 공식 웹사이트

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www.medicaltourseoul.com
◎ 의료관광 원스톱 상담 진행
의료관광객의 입국부터 의료기관 진료, 출국까지의 의료관광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상담 통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울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쉽고 편리하게 의료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의료관광정보를 제공하며, 특
히 신뢰도 높은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 및 JCI인증 병원 등의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광범위한 의료정보뿐만 아니라 서울의료관
광을 즐길 수 있는 테마코스, 메디컬 비자, 쇼핑, 숙박에 대한 정
보도 확인 할 수 있으니 빠르고 쉽게 서울의료관광을 즐겨보자.

헬프데스크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31 2층
전화번호 : +82-1577-7129
팩스번호 : +82-2-751-3522

Visa

최대 1년까지 체류! 메디컬비자
◎ 발급 대상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
국인 환자와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동반가족 및
간병인

휴무일 : 국공일
운영요일 : 평일 09:00~18:00
E-mail : medicaltourseoul@
sto.or.kr
상담가능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제공)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공)

◎ 의료서비스 정보 제공
진료과목별 의료서비스 상담, 예약안내를 통해 보다 빠르고 쉽
게 서울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 의료관광객 대상 웰니스 관광 정보 제공
서울시 협력의료기관과 웰니스 관광지를 연결한 의료관광 코
스는 물론, 유치기관 및 관광기관의 의료관광 상품과 관광기
관의 숙박, 전시, 공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
고 있다.
◎ 서울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원
서울시는 10개 언어권의 92명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구축하여 서울 시내 의료기관에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협
력의료기관에게 외국인 환자 픽업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 비자종류
C-3-3 : 최대 90일까지 체류
G-1-10 : 최대 1년까지 체류
◎ 신청대상
본인 또는 초청자(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 신청 방법
재외공관 방문 혹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www.visa.go.kr)
신청서류 등 메디컬 비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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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ist Information

여행정보

공항-서울 이동하기
•리무진버스 ▶ 인천 국제 공항
[탑승장소] 서울행 : 제
 1여객터미널 입국장 1층 버스정차장 3B-6B, 10A-13A,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매 표 소] 제1여객터미널 1층 내부 4, 9번 출구 옆 또는 외부 4, 6, 7, 8, 11, 13번 출구 옆, 버스정차장 9C
제2 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1층 버스터미널
▶ 김포 국제 공항
[탑승장소] 국내선 : 서울도심행 3-5번 출구, 인천국제공항행 13-15번 출구
국제선 : 서울도심행 6번 출구, 인천국제공항행 7번 출구
[매 표 소] 현금 또는 교통카드 승차
•공항철도
05:20~24:00(5~20분 간격)

+82-1599-7788

www.arex.or.kr

서울의 대중교통
서울의 대중교통은 하차 후 30분 이내에 환승하면 할인이 적용된다. 단,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하차시에도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여야 한다. 동일 노선 간에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지하철
서울지하철은 1호선에서 9호선까지 9개 노선이 있다. 노선은 색상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노선 번호와 역 번호가
적혀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요금] 1,250원부터
[1회용 지하철 전용카드]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발권해 사용하는 1회용
카드다. 운임요금에 카드보증금 500원을 추가 투입해야 하며 도착 지하철역에서
카드반납기에 카드를 넣으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택시
서울 택시는 일반택시와 모범택시, 대형택시가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택시를 별도로 운영한다.
[요금] 일반택시 기준 3,800원부터, 심야(00-04시) 할증 4,600원/2km
외국인관광택시 영어, 중국어, 일어 회화가 가능한 운전자들이 운행하며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
다. 단, 모든 예약은 택시 이용 24시간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요금] 코스별 요금 상이
+82-1644-2255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
•T-money
수도권의 버스와 지하철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탑승할 때는 물론
하차할 때도 단말기에 접촉해야 환승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입장소] 서울 시내 지하철역, T-money 마크가 있는 편의점
[요금] 카드구매 2,500원, 최소 1,000원부터 충전 가능
• M-PASS
렌탈 방식으로 이용 가능한 외국인 전용의 교통카드로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시내버스를
1일 최대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T-money처럼 현금을 충전해 편의점과 택시 등
T-money 제휴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구입장소]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5, 10번 출구 앞 관광안내 정보센터·공항철도 역사센터
서울역 티머니타운, 명동 관광안내 정보센터
[요금] 1일권 10,000원, 2일권 18,000원, 3일권 25,500원, 4일권 42,500원,
5일권 59,500원 (렌털비 5,000원 별도, 반납시 500원 제외하고 4,500원 환급)
오후 5시 이후 구매시 각 3,000원 할인
[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intro.html
• 디스커버 서울패스
서울 시내 고궁, 한류체험관, 미술관 등 35개 유료 관광지 입장도 가능하고, T- money
기능이 있어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 전용 관광시설 이용권이다.
[구입장소] 인천공항 CU, 명동관광정보센터, 홍대관광안내소
[요금] 24시간권 39,900원, 48시간권 55,000원, 72시간권 70,000원
[홈페이지]www.discoverseoulpass.com

화폐
한국의 화폐단위는 ‘원(won, ￦)’이다. 공식 환전부스와 은행, 공항, 백화점, 호텔 등에서 매일의 환율에 따라
환전이 가능하다. 환전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수수료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환전 공식 환전부스, 은행, 공항,
백화점, 호텔 순으로 높은 편이다.

www.intltaxi.co.kr

시티투어 버스
• 시티투어 버스
티켓 한 장으로 편안하게 서울의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서울시티투어버스. 유명 관광명소들을
테마별로 모아 순환 운행하며, 하루 동안 횟수에 상관 없이 이용 가능하다.
[구입장소]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옆 티켓박스, 서울역 2층 안내부스,
강남역 11번 출구 전방 200m, 용산역 3층 종합안내소
[요금] 성인 기준 6,000~15,000원 (테마별 코스마다 요금상이)

숙박
최고급 호텔에서 경제적인 유스호스텔까지 여행 예산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숙박시설들을 선택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Visit Seoul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호텔, 게스트하우스, 유스호스텔,
캠핑장소는 물론 신뢰할 수 있는 민박 정보와 서울스테이(seoulstay) 업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visitseoul.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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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 보는 서울관광지도
인덱스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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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330 해외 +82-2-1330
•관광안내, 통역, 관광불편신고 상담 및 접수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내
•24시간 연중무휴
본 가이드북의 저작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발행처의 서명 동의 없이 책의 내용을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든 무단 사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울특별시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이 가이드북의 모든 정보를 현행화한 뒤 엄선된 정보만을 게재했습니다. 다만, 인쇄 기간 동안 정보의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이 안내 책자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와 손실, 상해, 불편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