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히어 MEDIHERE
회사 및 원격진료 멤버십 서비스 소개 Nov/2020



메디히어 소개영상 – 원격진료 멤버십00 /

https://youtu.be/dqwNeZXEEYI

https://youtu.be/dqwNeZXEEYI


메디히어 소개영상 – CMO(Chief Medical Officer)00 /

https://youtu.be/KkhO1k43I2Q

https://youtu.be/KkhO1k43I2Q


01 / 메디히어 소개 – 회사

✓ 인공지능 기술로 의사와 환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Digital-Healthcare 회사입니다.

✓ 원격진료 중심의 고품질 의료서비스 멤버십을 제공합니다.(원격진료 , 대면진료, 건강검진 등)

✓ 우리는 IT기술로 의료 접근성을 높여 환자들을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메디히어 대한민국 서울 오피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

광화문우체국빌딩 5층

메디히어 미국 뉴욕 오피스&병원
352 7 Ave. #601 Manhattan, New York, 

United States 10001



메디히어 - 원격진료 및 처방 멤버십01 /

✓ “$119/Year”의 무제한 원격진료 및 처방 멤버십

✓ 메디히어 App에서 아프거나 궁금할때, 언제어디서나 의사와 5분내 바로연결 (채팅, 화상진료)

✓ 20년이상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무제한 원격진료 및 처방 제공 (한국어,영어)



메디히어가 해결하려는 문제점02 /

• 미국의 높은 보험료와 의료비는 개인파산 원인 1위(62%) 연평균 보험료 $6,280

✓ 미국 내과 초진 $120~150, OECD 국가 중 의료비 Top

✓ 미국인 1.6억명(51%) 1차의료 부족으로 40조원 의료비 추가 지출

• 보헙가입자 우선부담금(Deductible Fee) 연평균 $4,328로 부담 지속증가

✓ 증가사유 : 인구증가, 고령화, 질병 발생률, 의료서비스 이용률 등

• 진료예약 후 의사를 만나기까지 평균 24일 소요

• 미국 한인분들은 영어로 증상을 설명하고 진료를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의 장벽존재



메디히어 - 원격진료 및 처방 멤버십03 /

✓ 1차의료(Primary Care), 예방의학 중심의 원격진료 및 처방 멤버십 제공

✓ 멤버십을 통한 연속적인 건강관리로 조기사망률 19% 감소, 의료비 33% 절감 가능

✓ No-Copay, No-Deductible, 보험유무 상관없이 이용 가능, FSA/HSA 사용가능



1차의료는 대부분의 질환의 1차진료를 담당하며, 원격진료를 활용한 주요분야는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의 경증질환 및 만성질환 관리가 주요합니다.

1차의료 진료분야 가정의학과 전문의 주요역할

메디히어 - 원격진료 및 처방 멤버십03 /

기침 감기 알레르기 불면증 천식

요로감염 발열 두통 발진 섭식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약물중독 건선

피부질환 갑상선질환
역류성
식도염

습진

당뇨병 관리 설사 복부팽만감 허리통증

만성피로 빈혈증 피임상담 호흡기 질환

두드러기
스트레스
관리

기타 등등

경증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중증질환 조기발견

연속적 건강관리



메디히어 - 원격진료 및 처방 멤버십03 /

예시)

Q1. 스트레스성 만성두통이 심한데 치료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Q2. 손 두드러기 및 손끝이 붓는 증상이 납니다.

Q3. 건강검진에서 받은 간 검사 수치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Q4. 불면증,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좋을까요?

Q5. 아이가 귀에 고름이 나고, 간헐적으로 토를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Q6. 위 내시경 후 소화가 잘 안되고 속 메스꺼움을 많이 느낍니다. 

Q7. 피부에 붉은 발진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Q8. 과음 후 다음날 기절을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과음 후 현기증이 많이 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03 / 메디히어 - 원격진료 및 처방 멤버십

✓ 언제 어디서나. 아프거나 궁금할 때 5분 내 의사와 바로연결(채팅/화상진료)

✓ 연속적인 건강관리로 조기사망률을 19% 감소 및 의료비 지출을 33% 절감 가능



메디히어 의료진 및 병원 소개04 /

소아청소년과

-----

이재혁

가정의학과

-----

이현지

20년이상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Full Time으로

1차의료 및 예방의학 분야의 연속적인 건강관리 제공



메디히어 의료진 및 병원 소개04 /

뉴욕 한인의사협회 회장 & 메디히어 CMO(Chief Medical Officer)인

이현지 의사(Primary Care & Family Medicine)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제공



메디히어 의료진 및 병원 소개04 /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 8분거리에 MEDIHERE Medical Care에서

원격진료, 대면진료,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제공

뉴욕 한인타운

MEDIHERE 
Medical Care 

Clinic



차별화 경쟁력05 /

AI 기술을 활용해 원격진료 내용&과정을 분석, 고객경험 최적화 진행

1) 의사 투입시간 감소/원가 감소 2)진료 효율성 및 정확도 증가 3) 오진률 감소

AI Chatbot의문진/예진 원격진료의사 Support AI
(채팅, 화상진료, 진료기록)



전략과 계획06 /

2Track  →미국시장: 미국 한인시장 차별화 진입전략, 

→한국시장: 기업고객 시장선점 전략

미국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미국 한인 환자들에게

1차의료 분야의 원격진료 멤버십 서비스

한국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기업고객/개인고객에게

1차의료 분야의 원격진료 멤버십 서비스



미국 시장진입 전략07 /

보험료 및 의료비가 부담되는 (a), (b) 그룹의

미국 한인 300만명 시장 선점 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 목표

시장 진입전략

• (a)저가보험 165만명/$200M
✓ 대상: 고용주보험, 학생보험, 개인보험

• (b) 무보험자 30만명/$35M

• 보험료, Deductible이 부담되는 한인 타겟

고가
보험

(b)무보험

미국 한인
(300만명)

미국 전역
(3.3억명)

168만명

3,200만명

2.2억명

160만명15만명

(a)저가
보험

30만명

9,280만명87만명

공공
보험

시장 확대전략

• (a)저가보험 165만명→ 2.2억명
• (b)무보험자 30만명→ 3,200만명
• 저가 보험가입자향 1차의료 시장 목표
• 한인→중국인→ 일본인→ 히스페닉→

미국 전역으로 확대



160만명

168만명

3,200만명

2.2억명

15만명

30만명

9,280만명87만명

미국 시장진입 전략07 /

원격진료 시장 내 Virtual Primary Care Market(VPC)으로 진입 후

원격진료 → + 대면진료 → + 건강검진까지 확대

유사 서비스 업체(2019)

1차의료 분야의 원격진료 서비스로 제공업체
✓ 보험,Copay, Deductible 추가비용 없이

• One Medical
✓ Paid User  422K / Revenue $276.3 M

• 98point6
✓ paid User 267K / Revenue  $31.8M

• HealthTap
✓ paid User 151K / Revenue  $18M

고가
보험

(b)무보험

미국 한인 미국 전역

(a)저가
보험

공공
보험



한국시장 진입현황08 /

25 

78 

113 누적등록의사수 (명)

2,848 

6,719 

10,359 

1,672 

4,864 

9,264 

3월 4월 5월

누적회원가입수 (명)

누적원격진료수 (명)

Covid19로 인한 한시적 허용 후 국내 의사 113명과 환자 9,264명을 원격진료로 연결

원격진료 → 처방전발행 →결제 및 보험처리 A to Z Test 및 솔루션 검증 완료



한국시장 진입현황08 /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1차의료분야의 원격진료 정기구독 멤버십 서비스를

국내 기업고객 임직원에게, 최초로 나만의 “온라인 주치의”를 9,940원/월에 제공



메디히어 의료서비스 멤버십 – 고객 후기09 /

✓ “This is what I’ve been wanting to use”, ★ ★ ★ ★ ★

✓ “It is a way better than going to Urgent Care, ★ ★ ★ ★ ★



메디히어 의료서비스 멤버십 – 의료기관 후기10 /

"국내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원격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히어와 원격진료 실용화 협력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

＂국립암센터와 메디히어와 협업을 진행하게된 이유는 메디히어가 보유한
고품질 영상통화 솔루션 기술과 원격진료와 인공지능 기술이며 특히 해외동
포 및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메디히어는 고성장이 기대된다.”

- 국립암센터, 손대경 헬스케어플랫폼센터 센터장 -

＂메디히어는 해외동포 및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성능과 품질의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케어를 위한 인공지능 챗봇, 음성
인식 등의 고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동수 병원장 -



언론 속 메디히어11 /

한인 원격진료 서비스 눈길
채팅·화상 진료 후 처방전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전담

2시간 걸리던 일, 10분만에 ‘집에서’
가벼운 증상 진료와 처방전 발급까지

1년 가입비 119달러에
무제한 한국어 원격진료를 제공

앱으로 원격진료… ‘온라인 병원’
미국의 한인들 비싼 의료비, 
긴 대기시간, 언어 소통 등

‘삼중 장벽’ 원격진료로 해결

메디히어 멤버십 회원은 요청
5분 내 채팅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바로 연결되며, 
필요시 화상통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명지병원 – 메디히어 원격 화상진료
실용화 공동 추진, 

50여명의 명지병원 교수진 참여

한양대병원-메디히어 원격진료
위한 인공지능 개발 MOU 체결
원격진료향 AI기술 고도화로

미국 내 한인분들에게
보다 편리한 원격진료 제공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58387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58387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583877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554200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554200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331/100440080/1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331/100440080/1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331/100440080/1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331/100440080/1
https://zdnet.co.kr/view/?no=20200818132040
https://zdnet.co.kr/view/?no=20200818132040
https://zdnet.co.kr/view/?no=20200818132040
https://www.etnews.com/20200417000081
https://www.etnews.com/20200417000081
https://www.fnnews.com/news/202008130919025063
https://www.fnnews.com/news/202008130919025063
https://www.fnnews.com/news/202008130919025063
https://www.fnnews.com/news/202008130919025063


Technology Partner

Membership Partner

메디히어 고객사 및 파트너12 /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에 직접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것이

나중에는 비디오 대여점에 간다는 것 만큼 어색하게 느껴지는 때가 올 것이다. 

- FASTCOMPANY CEO

Contact us
+1 646 787 6035

info@medihere.com



메디히어 원격진료 멤버십 사용방법00 /

✓ Step1. 메디히어 Android, iOS Application 다운로드

✓ Step2. “원격진료 및 처방” 멤버십 가입 &프로모션 코드입력

✓ Step3. 20년 경력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Chat/Video Call 바로연결 (한국어/영어)



메디히어 원격진료 멤버십 사용방법00 /

메디히어
APP설치

회원가입 및
멤버십 구매

문진 및
예진표 작성

진료내용 및
처방전 확인

원격진료 연결
(채팅/화상)



메디히어 원격진료 멤버십 사용방법00 /

메디히어
APP설치

회원가입 및
멤버십 구매

문진 및
예진표 작성

진료내용 및
처방전 확인

원격진료 연결
(채팅/화상)



메디히어 원격진료 멤버십 사용방법00 /

메디히어
APP설치

회원가입 및
멤버십 구매

문진 및
예진표 작성

진료내용 및
처방전 확인

원격진료 연결
(채팅/화상)



문진표 작성
의사의 정확한 의료상담을
위한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메디히어 원격진료 멤버십 사용방법00 /

메디히어
APP설치

회원가입 및
멤버십 구매

문진 및
예진표 작성

진료내용 및
처방전 확인

원격진료 연결
(채팅/화상)



메디히어 원격진료 멤버십 사용방법00 /

예진표 작성
원격진료를 원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시 사진을 첨부합니다.

메디히어
APP설치

회원가입 및
멤버십 구매

문진 및
예진표 작성

진료내용 및
처방전 확인

원격진료 연결
(채팅/화상)



메디히어
APP설치

회원가입 및
멤버십 구매

문진 및
예진표 작성

진료내용 및
처방전 확인

원격진료 연결
(채팅/화상)

메디히어 원격진료 멤버십 사용방법00 /



의료상담
내용확인

메디히어
APP설치

회원가입 및
멤버십 구매

문진 및
예진표 작성

메디히어 원격진료 멤버십 사용방법00 /

원격진료 및 상담
(채팅/통화)종료

원격진료 내용과
처방전 전송내역 확인

과거 원격진료
내용 확인

원격진료 연결
(채팅/화상)

진료내용 및
처방전 확인



멤버십가입 문진표작성 예진표작성

메디히어 원격진료 멤버십 사용방법00 /

건강 정보입력
입력한 건강정보를 수정하거
나 새로 입력합니다.

마이페이지
나의 프로필, 결제관리 등을
수정/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정보 확인
멤버십 플랜과 만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내용 및
처방전 확인

온라인 주치의
연결



End of Documents
Thank you

info@medihere.com
+1 646 787 6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