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 khujirt” med wellness resort

세계에서 유명하고 국제 기준
을 따르는 “호지르트” 종합 휴
양소와 온천수 요양원

  

“KHAN KHUJIRT” 종합 휴양소 및 요양원은 울란바타르
시부터 390km 떨어졌으며 자연의 특별한 구성이 있는 산들이 둘
러 쌓고 우부르항가이도 호지르트군에 소재되며 온천수와 점토의
이중 치료, 요양, 호텔, 관광 서비를 해 준다. 본 종합 휴양소와 온천
수 요양원의 직원들은 고객, 여행자들이 온천수 및 점토 치료를 받
는 동시 여유시간을 갖고 적당한 추가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으며
편리한 호텔에 숙박하고 역사적 유적지 견학을 하고 산책하는 기회
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하다.
여기는 세계 기준을 따르는 우수 서비스, 최근 시설을 갖추
고 최고의 솔류션이 있는 가구와 조경이 있고 세계적 표준을 완벽하
게 충족한 종합 휴양소와 온천수 요양원을 창건함은 몽골 국내에서
모범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관광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몽골인
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 가는 관광 명승지들의 하나가 되었다.
“KHAN KHUJIRT” 종합 휴양소 및 요양원은 손님들의 편
리함을 충족한 호텔 호실들을 갖추고 마스터 요리사가 준비한 아시
아와 유럽 음식, 치료식 음식, 고기가 아 들어간 백음식, 아이의 연
령과 몸 발달에 맞는 소아 음식 등 맛 있는 음식들을 특별하게 주문
할 수 있는 고급레스토랑이 있 다. 또 기관의 회, 주년 모음, 집회,
행사 등을 추최할 수 있게 잘 시설한 대소 회의실, 어린이 놀이터,
미니 영화관, 무용실, 라운지 외 주파장, 가게, 카폐솝 등 관관객들
에게 필요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급 전
문의와 간호사들이 매 손님들에게 특별히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유
럽 기준에 완벽하게 따른 의료기를 사용하고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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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도시 단지로 포장 된 도로, 완벽하게 갖춘 내부 통신 및 비상 벨, 실내 및 실외 카메라, 24 시간
경비원, 주차장 등으로 고객의 편안함과 안전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앙 집중식 전원 공급 장치가 손실
되면 자동으로 회전하는 대용량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khan khuj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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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서비스

  

“KHAN KHUJIRT” 종합 휴양소 및 요양원은 환자 의료 외 호텔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원하는
호실에 들어가 피로를 풀고 쉴 수 있다. 호텔의 호실은 총 121 개다. 총 250 명이 수용할 수 있다. 호실
은 20.48 - 55.52m2 이고 STANDARD 호실, SUPERIOR 호실, JUNIOR SUITE 호실, SUITE 호실, 가
족 호식, 대통령 호실, 장애인 호실들이 있다.
대접실에서 인터넷 라인이 있으며 인터넷 환경을 잘 갖추고 채널이 많은 TV, 물 끓이는 기계,
미니빠, 전화기, 푹신한 침대, 아득한 화장실 등 손님을 편안하게 해 줌으로써 특징이다.

일반룸

성인 2 명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휴게실 71 개의 방이 있습니다. 각 객실에는 욕실,옷장 및
냉장고 미니바, 그리고 텔레비전 등이 있습니다.

세미 럭셔리 룸

세미 럭셔리 방 30 개가 있으며 . 편의 시설, 욕실, 냉장고, TV 및 미니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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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룸

습니다.

객실에 넓이는 1,2m 이며 길이 2m 이고 침대 2 개가 있으며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가 있

전체 럭셔리 룸(풀 럭셔리 룸)

니다.

객실로 넓은 침대 2 개, 거실, 욕실, 엑스트라 베드 및 넓은 공간을 갖춘 발코니를 갖추고 있습

가정용 휴게실

가정용 휴게실이며 넓은 침대 1 개, 아동 침대 1 개가 있으며 원하시면 추가로 침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객님들을 위한 서비스

국제 표준에 따라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 서비스 그리고 도로 입구,화장실, 욕실, 공공 화장실 및 개별 요
법을 포함하여 장애인용 객실이 따로 있습니다.
khan khuj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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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 의로

				

  

   

  

다년의 역사가 있는 “호지르트” 온천 요양원의 기지를 바탕으로 하여 온천수, 점토, 물리 치료,
전동 의학, 운동 치료, 요가 치료, 전문의 치료, 진단, 진찰, 의료가 있는 6 가지 서비스 외 손님의 원하
는 부항 붙이기, 중독 해소, 지압, 안마 등의 의료 서비스를 한다
“KHAN KHUJIRT” 종합 휴양소 및 요양원은 몽골 보건법에 규정한 대로 온천수 및 점토 지
료를 할 수있고 기타 다양한 치료를 하는 이외 손님의 몸 상태와 특성에 따라 추가 의료를 제의한다.
또 손님의 안전과 편리를 충족하게 하기 위하여 홀로 혹은 쌍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의료실
을 준비했다. 그리고 특별한 의료 매뉴를 제공하고 요리를 준비하고 있음은 손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았
다.

우리는 지구의 일부입니다.
지구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온천이 유명한 “호지르트” 군

요양원의 직원들은 고객, 여행자들이 온
천수 및 점토 치료를 받는 동시 여유시간을 갖고
적당한 추가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으며 편리한
호텔에 숙박하고 역사적 유적지 견학을 하고 산책
하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특별하다.
“호지르트” 온천은 지하 120m 에서 나오
며 라돈, 탄산수 소염, 탄산나트륨,의 약한 과물화
(0.5g/L), 알칼리성 (PH-8.5)을 가진 화학적 구성
이며 온천수 온도는 +48 ~ +56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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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점토

“호지르트” 온천수는 인체의 기관에 많이 필
요하는 관물이 풍부하다. 예를 들면탄산수 소염, 염소
산염, 나트륨, 칼륨의 약한 산성 환경이고 과물화가 중
간 정도며 황화 수소의 연약한 냄새가 있으며 토양 식
물의 잔류 물 및 부식질과 섞인 유황 점토다. 때문에 온
천수와 점토의 이중 치료는 신체를 비타민으로 자양시
키고 신진대사를 개선시키고기관들이 활동을 활발하
게 하고 부족하는 미세 요소를 보충하고 질병을 치료
하고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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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PART OF THE EARTH, THE EARTH IS PART OF US

온천수

  

  

  

지하에서 나오는 55 - 60도 자연의 뜨거운 물이며 유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마실 수는 없
다. 단, 신체의 피부를 통해서 광물이 침투했기 때문에 특별용 욕조를 치료에 사용한다.

점토

자연의 순수한 점토를 적당한 온도까지 가열하고 온천수를 더한다. 때문에 온천수와 점토가 합한 종합
적인 미세요소를 일관적으로 몸에 침투시키고 모든 질병과 병리를 치료하는 영향이 있다. 점토를 몸에 칠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담요를 덮고 치료한다.

물리치료

  

방사 및 전기성 요법을 온천수와 점토 치요 법과 같이 하여 치료에 독일산 BTL 브렌드의 의료기기들을
사용한다. 이 반사성 요법은 방사에 대한 알레르그가 있고 수술에 의하여 몸에 금속 의로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금기다.
khan khuj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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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 치료

파라팡고 & 파라핀 치료

다리 바닥, 손목 팔뚝, 허리의 림프 시스탬
을 통하여 신진 대사 중간의 제품을 아온화기 도
움으로 나가게 한다. 몸을 해독함으로 건강하게
하는 영향을 준다.

소금 동굴

일부 곳의 난방 영향을 주어서 미세 혈관
들이 확장되어, 혈액 순환이 활성해지고, 생물 활
성 물질이 증가되고, 인진 대사, 영양이 좋아진다.
염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종, 봉소염의 흡입이
빨라지고, 근육 수축이 줄어지고, 염증 제거, 진통
영향을 준다. 파라핀외 진흙 성분에 있으니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음으로 하전 된 소금 이온은 우리의 건강
과 기분을 향상시킵니다. 흡입 입자는 폐의 염증
및 점액을 감소시켜 천식, 알레르기, 기관지염 및
부비동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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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 간호 및 치료

불면증 치료

고른 리듬의 저빈도 흐름으로 뇌의 조직
에 오랜 영향을 주고, 내부 마비 과정을 증대하여,
조건 반응, 감동의 활성을 축소하여 진정시키고,
주무시는 영향을 준다. 불면증 치료에 약수 치료,
온몸 부드러운 맛사지, 침술 치료를 동시하는 것
은 치료 결과에 좋은 영향을 준다.

온천

khan khujirt

khankhujirt

              

독일의 수년의 역사를 가진 유명한 JANSSEN
COSMETICS 브랜드의 화장품을 사용하여 스파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비, 상지와하지의 치료, 간질의 예방 유지.
움직임 치료 관리 캐비닛는 최신의 완벽한 장비와 설비
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7718 - 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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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 샤워 치료

피부의 수용체의 급격 쇼크로 중앙, 무성 신경, 호르몬, 면역 제도의 가늘어지고, 합동 단계의
조정으로 변경을 발생시킨다. 이 치료는 비만과 큰 관절들의 만성 아픔 때 이용하면 효과가 잘 나온다.

구강 건강화 필터

갈바닉 욕탕

구강에 맛사지를 하고, 이빨, 잇몸, 편도성 만
성 염증의 복구를 개선한다. 이빨에 필요한 미네랄들
을 보충해 준다. 구강을 청소하고, 건강하게 한다.

  

약수 하이드로스태틱 압력은 피부 구조에
직접 영향을 주고, 그의 성분에 있는 미네랄, 가
스, 유기 물질을 몸에 도입하여 모세관의 관계를
활성하는 방식으로 일부 곳의 염증을 흡입하고,
수종 감소, 진통, 땀 분비로 몸에서 유해물질들을
외출한다. 그리고 물 여울을 발생시키고 물 마사
즈가 되어서 몸에 편리한 느낌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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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모든 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우리는 어린이 놀이방, 댄스홀, 독서
실, 미니 시네마, 피트니스 및 커피 숍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레스토랑

양질의 뷔페 레스토랑은 몽고인, 유럽인, 채식주의 자, 어린이 및 치료 전문가 음식을 제공하며, 주방장
이 준비합니다.

khan khuj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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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회의실

현대적이고 설비가 잘 갖추어 진 회의실과 회의실은 회의, 주거 세미나, 회의, 심포지움 및 전문 활동을
위해 10 - 100 명까지 수용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생일과 같은 행사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미니 영화관

독서실

24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있는 작은 영
화관이다.

건강, 과학, 의식적은 독서들, 아동용 독서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무용실

아동 놀이방

아이들의 안전성을 잘 충족하고 건강한 고급
놀이들이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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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의 여유 시간을 문화적으로 보내기 위
하여 현대 노래와 조명시설이 있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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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뜨거운 커피나 차가운 커피, 곧장 준비해 주는
과일 쥬스, 새이크 및 기타 제과들로 서비스하는 편리
한 공간이다.

가게

헬스실

필요하는 물건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당구실

손님이 쉬는 동안에 무료 사용할 수 있고 현대
시설이 있는 운동 공간이다.

탁구실

리조트에는 풀 테이블과 풀 사이즈 탁구 시설을 갖춘 엔터테인먼트 룸이 있습니다. 박쥐와 공은 손님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khan khuj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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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치료는 일반적으로 40 가량 종류까지며
115 여 질병을 치료하며 총 치료의 90.4% 는 기본
질환, 9.6% 는 부착한 질병을 각 각 치료한다.
상기 질병과 기타 질환들은 발병률의 수
준은 급성이며 재발성이 잇고 온천수와 요양이 금
기되는 진단이 있으면 본 요양원에서 하는 치료는
위험이 있고 질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 진찰, 검사, 진단과 환자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전문의 진찰과 진단
을 받을 수 있다.

아래

  

관통하여 바람맞지 말아야한다
1)
추어하거나 비와 강물에 맞지 않고 차가운걸
2)
잡거나 찬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혈압의 안정하지 않는 사람이 의사의 상담으로
3)
항상 약제를 복용한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을 줄이기 위한 약을 복
4)
용하고 혈당의 수준을 아침과 저녁에 계속 검수한다.
5)
녹내장이 있는 경우 적합하는 점안을 계속해서
사용한다.
치료 과정에서나 치료 후에 머리가 어지럽고
6)
속이 안 좋고 만성병이 재발하려는 증세가 발견하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
7)
의사가 말해 준 몸저리를 치료 과정에나 치료
후 21일 이상 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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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요양원을 찾아 올때 다음과 같
은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한다
송부서류
•
(관할구, 도의 종합병원 혼은 군이나 가정 병원의
도장이 찍힌 소견서를 담당 의사가 정확하고 완
벽하게 기재한다)
•
관련 검사, 영상사진, 의료원 카드 세심한
혈액 검사, 일반 소변 검사, 심전도 결과 (심혈 질
환 시), 조음파 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의 영상 (
뼈, 관절, 척추 질환 시), 모자이크 분석 검사 (부
인 치료를 받으려면)결과가 필요한다. 관련 검사
와 영상은 최근 14~30일 내 하여야 한다.
•
신분증 (몽골 국민증, 소아면 출생 등록
증)

“송부 서류”를 어떻게 받는가?

  

  

  

울란바타르시에 소재되는 대표 의료원을 찾아가서 성
부서류를 받는다.
주소: 바양걸구 4동 1층 문의: 7718-8888
시간표: (월~금) 09:00~18:00
관할구와도 및 가정 병원, 종합 병원에서 주문하여 송
부서류를 받는다.
근무처가 종합적인 주문을 하고 받을 수 있다. 문의:
7718-8888
www.khankhujirt.mn 사이트에서 다운하거나 원
할 때 전자우편식으로 받을 수 있다.

khan khujirt

khankhujirt

7718 - 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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