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내용

케어너스 
서비스

◦진료예약
  - 일정확보 및 전반적인 일정관리
◦진료/검사/입원 에스코트
  - 전담 간호사가 병원동행 및 검사, 입원수속 등 업무절차 지원
◦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
  - 수술·퇴원 후 전담 간호사와 주치의가 상담 및 의료정보 제공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상담 서비스
  - 전문의료진(의사, 간호사, 영양사)과 실시간으로 상담
◦예약 서비스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 건강상식부터 전문 질환까지 고객별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건강체크 
서비스

◦ 365콜 서비스
  - 일상생활 속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주치의 팀과 전화로 상담
◦건강 앙케이트 서비스
  - 남녀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위험도를 조사·분석한 결과와 고객의 건

강상태를 비교하여 건강 위험요인을 파악·제공하는 서비스

실버
서비스

◦건강정보 제공 솔루션
  - 만성질환 및 건강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핸드폰 문자 : 연령별, 성별 맞춤형 정보, 월 1회 제공
  ·메일진 : 계절별, 질환별 유용한 건강정보를 월 1회 제공
  ·건강책자 제공 : 다양한 건강정보가 담긴 종합책자, 연 2회 제공
◦예약 서비스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 설문을 통해 건강위험, 질병위험, 신체활동 및 신체 기능 등을 체크하

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 프로그램 결과에 따라 주치의 팀과의 1대 1 
전화 상담이 실시되며 맞춤정보가 주기적으로 제공

  ·맞춤형 건강정보 : 건강상태평가 설문실시, 결과는 웹에서 바로 확인
가능, 필요시 주치의 팀과 맞춤형 건강상담 제공

◦간병상담 솔루션
  -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간병관련 정보 제공, 주치의팀에 의

한 만성질환 및 노인성질환을 위한 특화상담과 운동처방사, 영양사에 
의한 재활 및 운동상담, 영양 및 식이요법 등 상담  

자료: http://www.365homecare.com.

<부록 Ⅰ-1> 365홈케어 서비스 내용

부 록 Ⅰ: 우리나라 건강관리서비스회사의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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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고객
건강관리

◦ 보험 및 금융사를 중심으로 피보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 평상시 건강관리 : 건강정보/건강상담/검진예약우대
  - 질병 및 증상 발생시 : 병원안내/진료 예약 대행
  - 중대질환 발병시 : 간호사 방문교육/입·퇴원 동행

기업
임직원 

건강관리

◦ 임직원들의 건강검진관리 및 직종별 집중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대행 : 검진예약/결과관리, 유소견자 추적관리
  - 운동/영양관리 : 비만/다이어트, 개별선호 프로그램운영(피로/근골

격계/피부미용 등)[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자관리 : 대사성증후군 집중관리(당뇨, 고지혈증 등)[병원연

계관리] 

질환자
관리

◦ 암환우를 대상으로 암전문 정보, 방문간호사에 의한 실시간 정보, 환
우 및 환우가족을 위한 동병상련 커뮤니티를 통해 질환자를 위한 전
문 포털서비스(암닥터 : http://www.amdoctor.com) 제공

  - SNS(Social Network Service) 기반 암 정보 공유
  - 실시간 최신정보(병원소식, 뉴스), 암 전문 정보
  - 암 특화 상품치료 & 지원 서비스

시니어
헬스케어

◦ 시니어주택 개발 컨설팅 및 서비스상품개발을 통해서 시니어주택 운
영시 효과적인 솔루션과 운영프로그램을 제공

  - 개발 컨설팅 : 사업환경분석 및 사례분석, 타당성 분석, 상품개발 및 
운영 컨셉 제안

  - 시니어 주택 운영 서비스 : Lifecare+Healthcare

해외
의료관광

◦ 외국인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외국인 환자유치사업모델 개
발, 전용 코디네이터 서비스 등 의료관광사업 추진

  - 서비스/편의 확보
  ·365일 24시간 콜센터, 영어 가능 전문인력 확보
  ·대형 종합병원네트워크 : JCI획득 병원 외국인환자유치협약, 건강검

진 등 네트워크 확대, 환자 연계 프로세스 확립
  - 수술/처치
  ·중대질환 및 외과적 수술 : 암/심장질환 등 중대질환, 디스크수술, 

부인과 성형 등 
  ·미용관련 수술(비급여) : 성형외과(쌍꺼풀, 코, 턱 등), 피부과(주름

제거, 지방흡입), 치과(임플란트, 치아성형)
  - 인프라 구축완료 이후
  ·전 질환자에 대한 의료관광 서비스 도입 : 건강검진, 한방치료, 피부, 

비만, 치과, 안과, 중대수술, 외과수술 등을 포함
  ·MSO사업을 통한 사업확대 : 공급물량을 바탕으로 비급여 의료기관 

공동투자 및 이익분배

U-Health
◦스마트폰과 측정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결과를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솔루션을 제공
자료: http://www.gchealthcare.com.

<부록 Ⅰ-2> 녹십자 헬스케어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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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헬스케어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
  - Step 1 건강위험도 분석 : 방문검진 의료진 상담
  - Step 2 건강검진 설계 : 개인별 맞춤 건강검진 설계
  - Step 3 건강로드맵 제공 : 건강문제 확인, 해결방법 제시, 의료진 상시 

방문상담
  - Step 4 건강증진프로그램 : 주치의시스템에 의한 집중관리 
  - Step 5 건강증진평가 : 건강 상태 개선 평가
◦건강비서 서비스
  - 전담 건강비서 혹은 주치의 방문 헬스 컨설팅, 건강위험요인 분석, 맞

춤형 건강검진 설계, 건강로드맵 제공, 24시간 건강상담, 그룹 주치의 
및 병원예약 서비스, 암 전문 토탈 서비스, 질환 관리 및 진료예약(건
강비서 동행), 응급상황 발생 시 방문케어 서비스, 국외치료 지원서비
스, 온라인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가족우대 및 각종 편의 서비스

임직원 
건강관리

◦임직원 : 개인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 설계 제공, 건강검진결과 누적 
관리 및 필요시 언제라도 사용, 의사 및 병원 소개 및 예약, 전문간호
사가 병원 동행, 생활 습관 교정을 위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회사 : 효율적 검진관리 시스템 제공, 건강검진센터 아웃소싱 비용 및 
검진항목 조정, 임직원의 건강상태 및 증진정도 파악, 임직원 건강검
진 일정 자동 조정 및 검진걸과 체계적 누적 관리

◦가족 : 가족 질병 발생 시 병원 예약, 의사 연계 및 치료 지원, 필요시 
언제든지 건강상담, 건강 검진 설계 및 우대혜택

U-헬스케어
◦ Healthcare Solution과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Open Platform 기반

의 U-Health Service를 기관에 제공 

라이프
케어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구축된 Global Network를 기반으로 헬스케
어 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하여 “One Call One Direct System”으로 제
공되는 서비스

  - 의료·웰빙 : 국내 유명 의료기관 및 해외 유명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지원, 맞춤형 건강 컨설팅, 개인 건강비서에서 운동 트레이너, 푸
드스타일리스트 소개 등

  - 문화·예술 : 공연장 및 전시장 대여 안내 서비스, 국내외 유명 공연정
보 및 예매 대행, 유명 아티스트 전시회 정보, 예술품 구매 등

  - 여행·레저 : 호텔 예약, 항공관련 업무, 전용비행기 이용 관련 서비스 
제공, 국내외 레저 스포츠 지원

  - 명품·쇼핑 : 국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의 패션동향 및 쇼핑관련 정보 
제공, 명품 아이템 쇼핑 구매 대행 등

  - 자문 컨설팅 : 개인 재무설계, 세무, 법률, 부동산 관련 상담, 유학, 진
로 컨설팅 등

  - 생활·편의 : 웨딩컨설팅, 기념일 이벤트 지원, 각종 행사 개최 및 지
원, 홈데코, 인테리어, 리무진 서비스 등

<부록 Ⅰ-3> 에버헬스케어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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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웹 
솔루션

◦ 개인별 건강위험도 평가 및 분석서비스 : 건강과 관련이 있는 식생활습
관, 가족력, 현재 및 과거병력 등을 분석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뇌졸중, 
심혈관 질환, 주요 암에 걸릴 위험도 예측 및 생활습관과의 상관관계를 
산출하는 프로그램

  - 신체 건강 나이(실제 나이와 비교)
  - 주요 질병의 발생 위험도
  - 적정 체중과 1일 칼로리 권장량
  - 생활 습관과 관련된 8가지 건강요소의 개인별 결과
  ·8가지 건강요소 : 혈압, 체질량 지수, 음식 선호도, 식성, 커피, 운동, 음

주, 흡연
  - 개인별 주요 질병 발생 위험도에 따른 맞춤 헬스 컨설팅 자료 : 질병 정

보, 질병 예방 수칙, 식이 및 영양 정보, 생활 습관 정보
  - 외식 1인 분량 칼로리표, 운동별 소모칼로리표
◦ 웹뷔페 : 맞춤형 식단 구성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대부분 영양 처방 사

이트에서 처방 칼로리만 제공되는 데에 비해, 끼니별로 하루 맞춤 처방 
단위수에 맞춰서 개인이 스스로 식단을 계획할 수 있음

  - 개인신장, 체중, 활동패턴에 따른 처방 제공
  - 개인별 맞춤 음식 권장 칼로리 처방 제공
  - 아침, 점심, 저녁 끼니 별 처방 제공
  - 당뇨환자를 위해 개발된 식품 교환표 개념 도입
  - 당뇨환자 식단을 위한 각 끼니별 식품군별 처방
  - 단위수를 포함한 맞춤 식단 제공
◦ 고객 맞춤형 제휴몰 솔루션

외국인 
건강
관리

◦ 응급의료지원 : 외국인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서비스 및 편의 제공 서비
스로 IAG, Euro Cross, IMA, Travel Guard Chartis와 함께 진행

◦ 기업임직원 건강관리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외국인 임직원 : 낯선 의료 환경에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 감소, 언제든
지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건강비서를 통한 평상시 건강관리 서비스, 
질환이 있는 경우 최적의 병원 연계를 통한 빠른 치료, 건강위험 요인
을 분석하여 관리, 외래예약 등을 통한 편의 제공 서비스로 시간 절약, 
건강상의 문제로 본국 송환 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대처 가능

  - 외국인 임직원이 맘 놓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만족도 향상, 
질환으로 인한 이환을 예방하여 업무 효율성 강화, 질환에 걸렸을 경우
라도 최적의 병원 연계 및 질환 관리를 통한 빠른 업무 복귀, 건강상의 
문제로 본국 송환시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빠른 대처

자료: http://www.everhealthcare.co.kr.

<부록 Ⅰ-3> 에버헬스케어 서비스 내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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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Healthcare 
service

◦ Bizcare : 기업임직원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설계-검진-예약대행-검
진결과 통합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 건강검진 서비스 : 건강검진 컨설팅, 병원 네트워크 연계 전국 150여
개, 예약 & 수검확인, 청구 및 정산, 검진결과 관리

  - 헬스케어 서비스 : 사후관리 프로그램, 전문의 의료상담, 건강위험도 
평가, 클리닉 네트워크, 건강 컨텐츠 제공

◦ Insucare : 보험 판매시 고객에게 건강설계 및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
스를 제공

  - 예방관리 서비스 : 365일 전문의료진 전화상담의료, 자가 건강진단 
프로그램 제공, 개인별 맞춤 건강정보 제공

  - 질병관리 서비스 : 간호사 동반 지원서비스, 해외진료 안내 서비스, 
환자 이송 서비스

  - 회복관리 서비스 : 퇴원 후 정기 전화상담(연 2회), 간호사 방문 질병
관리 교육서비스

  - 우대 서비스 : 종합 건강정보 서비스, Data 누적 관리, 병원 안내 및 
진료 예약 대행

◦ Homecare : 건강관리를 위하여 고객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대
신 통신,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하거나 간호사의 직접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 셀트리 프리미엄 서비스 : 母 기업에서 제공하는 셀트리 제대혈 상품
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사에 의한 전문 건강관리 서
비스 제공(10,000명 대상 서비스 제공)

  - Mom & Baby Homecare : 헬스케어 사이트를 통해 프리미엄 서비스
를 개별적으로 신청한 산모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 에버 그린칩 서비스 :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유아 대상 국
책사업(1,900명 대상 서비스 운영 중)

  - 플러스 메디컬 보험 : 지자체+보험사와 연계한 산모건강관리 서비스
◦ U-Health : 기존 헬스케어 서비스에 진보된 IT 기술을 융합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수준 높은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
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단기)인터넷 기반 E-Health → (중기)IPTV, PMP, Mobile, Home-
Network와의 연계를 통한 U-Health → (장기)화상전화 및 U-Health 
Device를 이용한 Total U-Health (예정)

  ·서비스 대상 : 하나포스 가입 고객 중 홈닥터 신청고객으로 약 20만 
명 이상 고객 유치

  ·서비스 내용 : 주치의 서비스 및 간호사 방문 서비스, 효도콜 같은 다
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부록 Ⅰ-4> 에임메드(AIM-MED)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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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Education 
& 

Consulting

◦ Education : 축적된 건강관리/헬시케어 서비스 노하우에 기반하여 고
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보건, 의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

◦ Consulting : 선진화된 서비스 노하우를 통해 고객에게 의료산업의 
시장성, 경제성, 기술성 등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제공

Medical 
Consulting

◦ MediCredit :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받는 고객에게 3~12개월의 무이
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금융 프로그램

◦ MSO사업 : 기존 Healthcare 컨텐츠 서비스와 교육서비스를 개인고
객 및 네트워크에 소속된 병원에 제공

◦ 병영경영자문 : Management-Doctor라는 자체 병원 경영진단 툴을 
이용한 경영자문 서비스를 의료기관에 제공

◦ 의료기관평가 : 의료산업으로의 사업확장을 도모하는 기업이나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사업성과 임상질 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통
해 국내 우수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

◦ BT & Healthcare 사업성평가자문 : 보다 전문화된 의료/의료경영 인
력들이 정부의 의료관련정책, 의료시장의 동향, Hot Issue 등을 바탕
으로 기본적인 시장성, 경제성 기술성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제공

  - 또한 고객의 특성과 사업목적에 맞춰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의
견을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추진관리 조직/시스템 성과를 낼 수 있
도록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 제공

자료: http://www.aimmed.com.

<부록 Ⅰ-4> 에임메드(AIM-MED) 서비스 내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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