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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비자 발급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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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방문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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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추적관찰

완벽한 전문 진료
시스템 및 서비스

타이완 국제의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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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I WA N

타이완이 보유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건강보험 제도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뉴욕 타임즈, 타임지, CNN 등 세계 유력
언론이 타이완 의료성과를 소개하는 테마기획을 보도하고
있으며, 2014년 「The Richest」가 타이완을 세계 최고의 의료
환경 국가로 선정하는 등 타이완은 최고의 명성과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의료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부한 관광자원

위생복리부 국제의료관리 실무팀
타이완 국제의료 홈페이지

www.medicaltravel.org.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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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面

97 mm

99 mm

99 mm

反面

로봇 수술
최첨단 의료 수술 시스템은 현재 비뇨기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대장항문외과, 심장외과,
흉부외과 및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등의

관절 치환

타이완은 인공관절 치환수술 및 관절 재건수술 분야에

관련 수술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47,000건의

전 세계적으로 총 3,600개 이상의 다빈치

인공관절

바탕으로

로봇 수술기가 세계 각지 병원에서 활용되고

최소침습수술(MIS)을 시행함으로써 수술 자국 최소화

있으며, 그중 타이완은 30개의 수술기를

및 빠른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아시아인에게 더욱 적합한 타이완 생체재료 관절을

자랑합니다.

치환술

임상경험을

료
의
별
특

개발하는 등 의료 기술, 국제적 명성, 치료비용 등 모든
면에서 해외 여타 국가와 비교해 가격 대비 효능

생식의학

면에서 상당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보조생식술은 우수한 기술과 높은 수준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 분야는 착상률
36.7%, 분만율 35.8%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간 이식

있으며, 캐나다, 영국, 한국, 일본 등의 국가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생식의학은 신기술 및

지난 30년간 혁신적이고 정밀한 이식
기술을 위한 타이완 의료계의 부단한

타이완 국제의료 홈페이지

신약 특허취득 분야 모두 유럽, 미국과 대등한 성과를

www.medicaltravel.org.tw

보여주면서도 비용면에서는 전 세계 평균 비용의

전화 +886-2-2885-1528

50%에 불과해 글로벌 의료 환경에서 상당한 우세를

연구 결과, 타이완 간 이식 수술환자의 1

점하고 있습니다.

년 생존율은 86%, 5년 생존율은 74%에
달합니다. 또한 생체 간이식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생존율을 보이며 미국,
유럽

및

일본보다

우위를

지난 30년간 타이완은 암 치료 분야에서 탁월한

점하고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타이완 국내 의료기관 중

있습니다. 타이완 의료진은 아시아

암 완치율이 가장 높은 기관의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기억될 만한

73%로 미국, 유럽의 평균 67%를 상회하며,

새로운 간 이식의 역사들을 써왔습니다.

암

심혈관 치료

그중에서도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1%에
이릅니다. 폐암 5년 생존율 32%, 대장암 5년
생존율 68%, 갑상선암 5년 생존율 99% 등 탁월한

안면재건

치료 성과로 전 세계 선진국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아시아 최초의 심장이식 성공 사례를 보유한
국가로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 및 상심실 빈맥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분야에서 성공률99%, 합병증
발생률 1% 미만의 성과를 자랑합니다. 또한 이러한 높은
성공률에 비해 치료 비용은 싱가포르, 홍콩보다 저렴합니다.

타이완은 NCCN 암 진단 및 치료지침과 암 정밀
의료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하고
다양한 암 질환 토탈 케어 경험 및 새로운 항암제
치료 경험으로 전 세계 암환자들에게 가장 정밀한

타이완은 동남아 지역 최초로 안면센터를
설립, 완벽한 세부전문의와 안면재건
의료팀을 완비하여 100%의 구순구개열
수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첨단의 암 치료 계획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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封面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