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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it a December to remember 
기억에 남을 2017년 12월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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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1일~22일 이틀간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보건

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메디컬코리아 2017 』 행사

에 성남시와 4개 협력의료기

관이 “성남시 의료관광 지원

센터”라는 이름으로 참가하

였습니다.  

 
 
 
 
 
 
 
 
 
 
 
 
 
 

2017. 11. 21. 행사장 입구 앞에서 , 채용박람회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관광 컨벤션 등을 위한  
채용상담 진행!  

행사 진행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모두모두 수고하셨

습니다!!  

 
 
 
 
 
 
 
 
 
 
 
 

함께 고생하신 의료기관 관계자 분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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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남시에는 주로 어떤 외국인환자들이 오나요?  
2009년 의료법 개정 이후 성남시에서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성남시에 방문한 외국인 실 환자수는 6,586명입니다.  

1위 중국 
총 3,427명 

1인 평균 진료비 

115만원  

3위 미국 
총 504명 

1인 평균 진료비 

189만원  

2위 
총 858명 

1인 평균 진료비 

554만원  

카자흐스탄 5위 몽골 
총 172명 

1인 평균 진료비 

220만원  

4위 러시아 
총 191명 

1인 평균 진료비 

703만원  

주요 진료과목으로는 내과통합이 1위였으며, 검진센터,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현재 25명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7개 언어권을 통역 및 번역이 필요한 의료관광 관련 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관광 뉴스 

 ○ 일   정 : 2017. 12.20(수) 

 ○ 장   소 : 곤지암리조트 

 ○ 참석자 : 의료관광 협의회∙협력기관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 주요내용  

  - 외국인 환자유치 성공 사례 발표 등 

  - 토의 및 의견수렴  

 ○ 개   소 : 2017. 12. 12(화) 

 ○ 장   소 : 몽골 울란바토르  

 ○ 기   능 

  - 성남시 의료관광 홍보 및 유치 

 ○ 개   소: 2017. 12.26(화) 

 ○ 장   소 : 중국 칭다오  

 ○ 기   능 

  - 홍보센터 : 성남시 의료관광 홍보 및 유치 

  - 협력병원 : 성남시 의료관광 홍보 및 사후관리 

 ○ 일   정 : 2017. 12. 17(일)~19(화) 

 ○ 방문자 : 중국 정건그룹 주요인사 (3명) 

 ○ 주요내용  

  - 성남시 의료기관 방문 및 의료 체험 

  - 한국 문화체험  

몽골 울란바토르 홍보센터 개소 중국 주요인사 의료관광 팸투어 

2017 의료관광 협의회 워크샵 중국 칭다오 홍보센터 개소 및 
중국 현지 협력병원 지정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8z4KpquPXAhUBoZQKHVh6DQIQjRwIBw&url=https://pixabay.com/ko/%EC%95%84%EC%8B%9C%EC%95%84-%ED%85%8C%EB%91%90%EB%A6%AC-%EA%B5%AD%EA%B0%80-%ED%94%8C%EB%9E%98%EA%B7%B8-%EC%A7%80%EB%8F%84-%EB%AA%BD%EA%B3%A8-1296988/&psig=AOvVaw0dMjGAeuhNo9OTuDIEbhqt&ust=1512029325063808


소비자의 마음을 흔드는 
마케팅 전략 

 소비자의 마을을 사로잡는 독특한 마케팅 기법 

 

밴드 왜건 효과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 

곡예나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행렬을 선도하

는 악대차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를 

내는 데서 유래한 말로,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유행에 동조함으로써 타인들과의 관

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비롯

됩니다.  
 

기업에서는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활용하고, 정치계에서는 특정 

유력 후보를 위한 선전용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스놉 효과 
물건 구입시 개성을 추구 

하여 의사를 결정 하는 현상 
 

스놉 효과는 물건을 살 때 남들과는  

다르게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의사 

결정 현상을 말하며, 우리나라 말로는 

왜가리 과에 속하는 새 이름을 따서 

‘백로 효과’라고도 합니다.  
 

스놉(Snob)이란 잘난 척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인데, 자신이 줄곧 사용하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대중화가  

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품으로  

소비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언더독 효과 
물건 구입시 개성을 추구 

하여 의사를 결정 하는 현상 
 

개싸움에서 밑에 깔린 개(underdog)

가 이겨주기를 바라는 심리에서 비롯된 

말로, 경쟁에서 뒤지는 사람에게 동정

표가 몰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로 194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사 예상에서 항상 뒤지던 해리 

트루먼 (Harry S. Truman) 후보가 

4.4% 포인트 차이로 토머스 두이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자 언론들이  

처음 이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 

 

 

왝더독 효과 
본품보다 덤으로 주는 제품이 
구매에 영향을 주는 현상 

왝더독(Wag the dog)은 '꼬리를 흔든다'

라는 표현이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는 뜻으로 이른바, 주객전도 경우에 사용

하는 표현을 뜻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선물시장에 의해  

현물시장이 좌우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스타벅스 32,500원 짜리 다이어리를 받기 

위해 14잔의 음료와 3잔의 스페셜 음료를 

마시는 현상도 왝더독에 해당합니다.  

 

배를런 효과 
가격이 오르는데도 과시욕 
으로 수요가 줄지 않는 현상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평론가인  

베블런 (Thorstein Bunde Veblen)이 

1899년 출간한 저서 《유한계급론》에서 

"상층 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

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행해진

다"고 말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베블런은 이 책에서 물질만능주의를 비

판하면서 상류층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

을 과시하고,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치를 일삼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헝거 마케팅 효과 
한정된 물량만 판매하여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기법 

한정된 물량만 판매하는 마케팅 기법

으로, 의식적으로 잠재 고객을 ‘배고

픔(Hungry)’ 상태로 만드는 마케팅 

전술을 의미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제한된 물량을 공급해 

없을수록 더욱더 갖고 싶어지는 소비

자들의 욕구를 겨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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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광군제(솽스이) 
1초마다 3억 매출!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光棍)’은 중국어로 애인이 없는 
남자라는 뜻으로,  ‘1’자의 모습이 외롭게 
서 있는 사람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솔로를 챙겨주는 문화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11‘이 두 번 들어가 솽스
이(双十一)라고 쉽게 불리기도 해요. 

 
 
 
 
 
 
 
 

마윈 : 솔로인것도 서러울

텐데… 할인으로 힐링해!!  

2009년 광군제를 맞아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그룹 회장  
‘마윈’이 자회사인 타오바오몰을 통해  
외로운 솔로를 위한 대대적 할인 행사를 
 시작하면서 광군제는 중국 최대 쇼핑일로  
탈바꿈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하루 알리바바의 매출이 11초에 1억 위안, 우리돈 약 168억 원이 거래되고 1분 47초 만에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하루 24시간 동안  알리바바가 벌어들인 매출액이 1천 682억 위안, 우리돈 약 28조 3천 78억 원을 기록하며 또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400억 위안이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2017년 11.11 매출액 

’09~’12 
패션의류, 신발 

’13~’14 
TV, 쇼파,  

세탁기 등 

’15 
항공권,  

여행상품 

’16~’17 
자동차 예약판매, 

인테리어 패키지 

’09~’17 소비자 선호품목 

2017년 가장 인기있는 상품 종목은 디지털, 가전제품이었으며 72.3%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152.3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패션의류, 

가방, 신발 등의 제품들도 전년대비 37.6% 증가한 10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 제품들도 아래와 같은 매출을 달성하며 선전했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의 날인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매출을 이미 2년 

전에 넘어서며 글로벌 이벤트로 떠오른 광군제! 내년엔 같이 즐겨보세요! 

딴션고우 

(单身狗), 솔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 1위  

(마크스팩, 스킨케어제품) 
생활카테고리 부문 1위 

2,640만 위안(약44억) 

3년 연속 매출 1위 

4억5,600만 위안 

(약767억) 

최우수 항공사상 수여 

 
 
 
 
 
 
 

[single’s day, 光棍节 （双十一）] 

글로벌 이슈  

http://www.eland.co.kr/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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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82-31-297-8611~4 

대표  
이메일 seongnam.meditour@gmail.com 

홈페 
이지 Seongnam.go.kr 

성남시 의료관광 지원센터 

weibo 

성남시 의료관광 뉴스레터는 우리시 사업 현안 및 국제의료관광 동향 등을 바탕으로 월 1회 배포됩니다.  

안내 

외국인 환자를 위한 
외국어 한마디 ! 

 
 
 
 
 
 
 
 
 
 
 
 
 
 
 
 
 
 
 
 
 
 
 
 
 
 
 
 
 
 
 
 

Merry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 

 

メリークリスマス. (메리 크리스마스) 

 

圣诞快乐. (셩딴 콰일러) 

 

С Рождеством Христовым!.  

(스로체스토봄 흐리스토빔) 

 

Мэрри крисмас. (메르리 크리스마스) 

 

Chúc Giáng Sinh Vui Vẻ.  

(쭉 지안신 부이배) 

 

나라별 성탄절 인사 

겨울철 건강 관리법 
연말에도 건강하게! 

겨울철에는 실내활동이 많아지면 밀폐된 공간에 각종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감기 바이러스가 떠다니기 때문에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2시간마다 공기를 환기시켜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요! 

환기시키기 (1~2시간 간격) 

하루 1.5리터 이상 수분 섭취하기 

난방을 하게 되면 실내가 건조해지는데 이 때 건조함은 우리 

몸 호흡기의 일차 방어막인 코 점막과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합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나 오염 물질을 방어하는 힘을 

떨어뜨리게 되어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게 합니다.  
 

때문에 하루 1.5리터 이상으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서  

몸 안의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로 중 가장 첫 번째는 호흡기  

감염에 걸린 사람의 손에서 책상이나 문의 손잡이 등에 옮겨져 

있다가 그걸 만진 사람의 손으로 옮겨지고 그 손에 의해 다시  

코나 입의 점막을 통해 감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겨울철 폐 건강을 위해 외출하고 돌아와서 혹은 틈틈이 

손을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습관의 균형 유지하기 

우리 몸은 겨울철 갑작스런 한파가 올 경우에는 추위로부터  

몸의 균형을 지키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춥다고 실내에만 있는 생활 역시 몸의 면역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규칙적인 운동을 포함하여 일상 생활에서 규칙성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준비운동 없이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