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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의 1차의료 분야 원격진료 정기구독 멤버쉽



문제점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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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이용시보헙가입자우선부담금(Deductible Fee) $4,328 추가부담, 지속증가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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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이용 자체가 불편: 예약까지 24일 소요, 예약 후에도 진료 대기 시간 평균 18분

• 미국한인들은영어로 증상을 설명하고 진료를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의 장벽 존재



해결방안02 /

• 주치의가있는환자들은전문의만찾는사람들보다조기사망률이 19% 낮음

✓ Emergency Visits이 10.9%, Surgeries 7.2% 5.3% 감소

• 주치의가있는환자들은전문가만찾는사람들보다의료비를 33% 절감할수있음
✓ 1차의료분야의지출이 $1 증가할때마다전체의료비지출이 $13가절약되며, 1차의료클리닉의환자들중 60%가

320~720% 의료비를절감함

• 1차의료는의료서비스의효율성을증대시키고

특히경증질환치료, 중증질환조기발견, 만성질환치료관리가가능함

1차의료분야의원격진료로환자의건강을연속적으로관리해,

환자의조기사망률감소, 의료비절감가능

Source:
HEALTH REFORM & YOU - Primary Care: Our First Line of Defense
Characteristics of Americans With Primary Care and Changes Over Time, 2002-2015
Primary Care Physicians and Specialists as Personal Physicians. Health Care Expenditures and Mortality Experience

https://www.commonwealthfund.org/sites/default/files/documents/___media_files_publications_health_reform_and_you_health_reform_primary_care_612.pdf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57495
https://pubmed.ncbi.nlm.nih.gov/9722797/?dopt=Abstract


1차의료(Primary Care)는질병의 1차치료를담당하고전문의에게 2차치료를의뢰함

2차의료기관(종합병원) 치료이후에도환자의건강상태를지속적으로관리

1차의료진료분야 1차의료가정의학과전문의역할

1차의료의치료범위02 /

기침 감기 알레르기 불면증 천식

요로감염 발열 두통 발진 섭식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약물중독 건선

피부질환 갑상선질환 역류성식도염 습진

당뇨병 관리 설사 복부팽만감 허리통증

만성피로 빈혈증 피임상담 호흡기 질환

두드러기
스트레스 관

리
기타 등등

경증질환 치료

중증질환 조기발견

만성질환 관리

약품처방 및 처방전 갱신

진단서 발급

2차소견서 작성

연속적 건강관리



메디히어서비스소개03 /

$119/년, 가정의학과전문의가 1차의료분야의원격진료서비스제공 (한국어/영어)

주요의료서비스분야: 1)1차진료 2)연속적건강상담 3)처방전발행 4)진단서발급 5)전문의추천 6)응급치료등



미국가정의학과전문의의 1차의료분야원격진료연정기구독멤버십 (한국어/영어) 

주요의료서비스분야: 1)처방전및진단서발급 2)1차진료 3) 건강의료상담 4)전문의추천 5)응급치료등

1. 무제한원격진료 : $119/1yr  2. 무제한원격진료 + 대면진료 : $299/1yr

메디히어서비스소개03 /



뉴욕한인타운 8분거리에MEDIHERE Clinic에서 Hyunji Lee MD, PCP/

Family Medicine이 Full time으로대면진료및원격진료진행

뉴욕 한인타운

MEDIHERE 
Medical 

Care Clinic

메디히어서비스소개03 /



Price : 무제한원격진료멤버십 : $119/1년, 무제한원격진로 + 대면진료멤버십 : $299/1년

Place : 뉴욕주/뉴저지주를중심으로서비스→이후캘리포니아주→미국전역으로확대

메디히어서비스소개03 /



차별화경쟁력04 /

AI 기술을원격진료전,중,후에적용해

1)의사투입시간감소(원가) 2)진료효율성및정확도증가 3) 오진률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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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과계획05 /

2Track -미국시장:차별화진입전략, 한국시장: 시장선점전략

미국가정의학과전문의가미국한인환자들에게

1차의료분야의원격진료멤버쉽서비스

한국가정의학과전문의가한국및전세계한국인들에게

1차의료분야의원격진료멤버십서비스



미국시장진입전략06 /

보험료 및 의료비가 부담되는 (a), (b) 그룹이 목표 시장이며,

미국 한인시장 진입 후 미국 전역으로 확대

시장 진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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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무보험자 30만명/$35M

• 보험료, Deductible이부담되는한인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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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보험가입자향 1차의료시장목표
• 한인→히스페닉→미국전역으로확대



160만명

168만명

3,200만명

2.2억명

15만명

30만명

9,280만명87만명

미국시장진입전략06 /

미국 한인 시장은 분리(Isolated)되어있어 매출확보에 문제없으나,

미국 전역 확대 시 경쟁 발생이 예상되며, 이를 기술경쟁력으로 극복

유사 서비스 업체(2019)

1차의료분야의원격진료서비스로제공업체
✓ 보험,Copay, Deductible 추가비용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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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시장진입현황07 /

25 

78 

113 누적등록의사수 (명)

2,848 

6,719 

10,359 

1,672 

4,864 

9,264 

3월 4월 5월

누적회원가입수 (명)

누적원격진료수 (명)

국내의사 113명과환자 9,264명을원격진료로연결, 

원격진료→처방전발행→결제및보험처리 A to Z Test 및솔루션검증완료



한국시장진입현황07 /

가정의학과전문의의 1차의료분야의원격진료정기구독멤버십서비스를

국내기업고객임직원에게, 최초로나만의 “온라인주치의”를 9,940원/월에제공



한국시장진입현황07 /

가정의학과전문의의 1차의료분야의원격진료정기구독멤버십서비스를

국내기업고객임직원에게, 최초로나만의 “온라인주치의”를 9,940원/월에제공



확장전략과계획08 /

Scale Up
- 원격진료 및 처방 멤버쉽
- 원격진료 + 대면진료 멤버쉽
- 원격진료 + 대면진료 + 건강검진 & 환자모니터링 기기 멤버십

Scale Out
- 뉴욕 → 캘리포니아 → 미국 전역
- 한인 → 중국인 → 일본인 → 미국 전역



확장전략과계획08 /



Connected Car Connected Smartphones

Connected Wearable Connected Monitoring Device

확장전략과계획08 /



With telehealth technology

With telehealth membership

주요협력업체09 /



가벼운질환으로병원에직접진료를받으러간다는것이

나중에는비디오대여점에간다는것만큼어색하게느껴지는때가올것이다. 

- FASTCOMPANY C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