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위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신규입점 무료 프로모션
제안서
프로모션 기간: 22년 5월 31일까지



혜택 안내

시술, 수술가 차감 포인트

11만원 이하 1.8만원

11만원 초과 - 33만원 이하 2.8만원

33만원 초과 - 55만원 이하 3.8만원

55만원 초과 - 110만원 이하 4.5만원

110만원 초과 - 165만원 이하 5.5만원

165만원 초과 6만원

기존
 비용
 X

2022
년 5월

 내 입
점 시

무료 혜택으로 강남언니를 지금 경험하세요! (2022년 5월 내 입점 한정 혜택) 

90일간 0원 혜택

상담신청 관련 모든 비용 0원
(병원 광고, 의사 광고, 채팅상담, 의사상담 기능을 통한 상담신청 제포함)

이벤트 제작 5개 무료

*위 혜택은 신규병원이 입점했을 경우에만 적용 (기존 입점 병원의 경우 적용 불가)

(이벤트 3개 등록 조건,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강남언니에서 이벤트에 필요한 이미지를 제작해드립니다.)

- 기존 입점시 필수였던 최소 충전금 220만원 없이 무료 입점 가능!



시장 트렌드

미용의료시장의 고객이 성숙하고 디지털화 되면서 
병원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형화

전 영역시술

옥외광고

지인추천

병원브랜드

소형화

전문병원

온라인마케팅

후기, 평판

의사전문성

규모

진료과목

광고방식

선택기준

유입경로

과거 현재

'18 '19 ’20 ’21(e) ’22(e) ’23(e)

30%32%36%38%39%40%

50%
54%

56%58%59%59%

20%14%8%4%2%1%

온라인-버티컬 온라인-범용 오프라인+기타

출처 : 병원 CRM프로그램 

강남 성형외과 최근 3개년 신규환자 유입 경로



* 고객 앱 만족도 평균 4.6점(앱스토어에 작성된 10,726건의 리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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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회원가입 유저

330만명
MZ세대(18-34세) 주요 고객층
1020세대 남녀 5명중 3명
‘지인에게 추천할 의향 있음’

*20년10월 ‘성형 정보 앱 사용 실태’ 
오픈서베이 여론조사

모바일 상담신청

150만건
원하는 병원과 이벤트에
상담신청, 바로구매, 예약

전국 성형외과 입점

3곳 중 1곳

21년 3분기 기준 전국 성형외과 1,096곳
(출처 : 통계청)

강남언니 통한 병원 마케팅
컨설팅 및 광고

등록의사 수

2200명
의사면허 인증제
모바일 유저 소통

업계 1위

변화의 흐름 속에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1위, 강남언니입니다.
A사: 평균 4.3점 (리뷰수 4,845건) - 2022년 02월 기준



업계 1위

병원은 강남언니를 통해 온라인 브랜딩이 가능해집니다.

구글의 미용의료 병원 점수 기준 역시 강남언니
온라인마케팅   의사정보홍보 후기, 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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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함께 성장하는 강남언니

이미 많은 병원이 강남언니와 함께 꾸준히 성장하고 계십니다.

상담 병원수

바 차트

누적 상담 신청수

선 차트



병원과 함께 성장하는 강남언니

강남언니를 경험한 병원들의 92%가 지인들에게 강남언니를 추천합니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느낌과 광고 효율이 좋습니다. 
담당자분들도 친절하셔서 추천합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에게 
경로를 물어보면 강남언니가 많아요.”

“이벤트가 효율적으로 홍보가 되고, 
다른 온라인 마케팅보다 주력이 될 수 있어요.”

원장 A

원장 B

원장 C

8%

92%

강남언니 입점병원 설문조사 결과

2021년 5월 4일 실시

추천 비추천



병원과 함께 성장하는 강남언니

강남권 주요 병원의 입점을 시작으로 
비강남권 지역에서도 입점이 늘고 있습니다.

강남권 병원

비강남 및

지방권 병원

2015 2016 2017 2018 2019

59%

41%

* 입점신청을 한 병원 중 강남언니 플랫폼에 정보 등록이 완료된 병원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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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안내

지금, 그 어디보다 효율 좋은 강남언니에 무료 입점하세요.

키워드 광고

약 500만원
/월

페이스북
키워드 광고

약 500만원
/월

지하철역
광고

약 300만원
/월

버스 광고

약 500만원
/월

강남언니

지금 입점하면 
0원!

*모든 광고 비용은 광고단가를 참고하여 적정가로 책정



병원은 이것만! 나머지는 강남언니가!

입점 방법

간결한 프로세스로 병원의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병원, 의사, 
시술 정보 제공

이벤트 디자인
이벤트
노출 분석

강남언니 
마케팅 컨설팅

병원의 소중한 시간은 고객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입점병원 성공사례 
고객을 위한 시간과 고민은 강남언니 내 병원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성형외과 A

양질의 후기 및 평가 축적 
• 영수증 인증 후기 
• 시술 전후 사진 업로드  
• 유저간 댓글 소통  

한의원 C

응대 속도 및 서비스 개선  
• 내원 후 대기시간   
• 스텝 친절도  
(평가 대상 항목의 개선)

시술성형 D

강남언니를 통한 브랜딩 
• 수다방 의사계정 게시글 작성

(매월 베스트 활동 의사 선정) 
• 다양한 기획전                        

(수능/특정시술 기획전 등)

시술성형 B 

가격경쟁력 있는 이벤트에 집중 
• VAT 뱃지  
• 파격가 및 특가 기획전  
• 정가와 할인가 동시 표기 

*상기 ‘후기’ 및 ‘평가’는 병원의 광고가 아닌, 실제 강남언니 유저가 내원 후 자발적으로 작성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전년비  

400%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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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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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후기수 월별 상담신청수

입점 3개월 만에 

710%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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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병원 상담신청으로 

106% 성장
전년비  

78% 성장

전년비  

72% 성장
전년비  

106% 성장



병원의 지속적인 성장

우리 병원 
시술정보 탐색

상담신청

예약 및 내원

시술 진행후기 작성

강남언니의 선순환 구조로
입점 이후에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병원과 함께 준비하는 미래

강남언니는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병원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활발한 글로벌 진출로 병원의 ‘해외 고객’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고객유치 부문에서 폭발적인 성장

성형정보앱 강남언니는 올해 일본 진출 1년 만에 
입점 병원 500곳을 돌파하면서 가장 많은 병원을 
등록한 앱이 됐다. 월간 이용자 수는 30만명에 이
른다. 일본 내 성형외과를 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현지 지사 직원들이 공격적으로 영업하면서도 앱 
이름은 ‘강나무온니(강남언니의 일본식 발음)’를

그대로 썼다. ‘한국=성형 강국’ 이미지를 충분히 활용한 것이다. 홍승일 강남언니 대표는 
“일본 성형 정보 앱을 인수하고 일본 뷰티 대기업의 영업팀을 통째로 영입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쳤다”고 말했다. 강남언니는 성형 정보 앱 외에도 자신들이 개발한 병원 환자 
예약·관리 소프트웨어도 일본 병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PRESS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10/20/473DFLMHBNCH5H7CER3N3CFXLQ/


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

한국은 K팝 못지않게 K뷰티로 대표되는 미용강국이다. 특히 성형수술 등 미용의
료는 패션 미용용품과 함께 K뷰티를 알리는 데 한몫을 톡톡히 했다. 여기에 일조
한 것이 ‘강남언니’라는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앱)다. 
이름만 들으면 유흥업소나 미용실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앱은 미용의료 정보를 
전문으로 제공해 해외에서도 유명하다. 덕분에 이 앱을 만든 신생기업(스타트업)

‘강남언니’로 예비 유니콘 된 힐링페이퍼

힐링페이퍼는 지난해 말 중소벤 
처기업부로부터 예비 유니콘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지
닌 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만큼 
힐링페이퍼와 ‘강남언니’의 성
장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PRESS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209150005627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10/20/473DFLMHBNCH5H7CER3N3CFXLQ/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209150005627


강남언니 입점 혜택 총정리

비용
계약일로부터 90일간 0원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
전국 지역 확장과 함께 진행될 마케팅 활동으로 지역 유저 확보 

브랜딩
실제 유저의 경험 후기 축적으로 병원의 인지도 및 신뢰도 구축  

강남언니에서 가능한 미래
글로벌 고객 유치(일본 진출 완료, 다음 목표는 전세계 1위)

22년 5월 한정 프로모션

리소스 최소화
이벤트 제작 5개까지 무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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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2.07
- 만성질환 케어 앱

  ‘힐링페이퍼’출시 및 설립

2015

- 시드 투자 유치 (3억원)

-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출시 (피봇팅)

2015.01

2017

2019

2020

2021

- 매출 흑자 전환
2017.01

- 강남언니 일본 

   크로스보더 버전 출시

2019.11

2019.07

- 시리즈A 투자 유치
    (45억원)

- 시리즈B 투자 유치 (185억원)

2020.04

- 강남언니 유튜브 ‘강언TV’  

   구독자 10만명 돌파

2020.02

- 미용의료 광고 제작 가이드 발간

- 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2020.07

2020.08

- 일본 미용의료 서비스

                   인수

2020.12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 중기부 선정

2021.06

- 강남언니 가입자 

   300만명 돌파 

2021.03

- 일본 현지 진출 4개월 만에 

    1위 고객사 확보

2021.01

- 영수증 후기 제도 도입

2022

2021.08

- 일본 입점병원 500곳 돌파

2021.10

- 고객인증병원제도 시행

-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 선정

2012-2021 강남언니 연혁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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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https://about.gangnamunni.com/static/application.html입점 신청 링크: 

입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강남언니 담당자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점 신청을 원하시면 스캔해 주세요!

mailto:join@healingpap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