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히어 원격진료 플랫폼  

사용메뉴얼 의료기관용_Apr/2020 

• 원격진료 홖자용 Application 다운로드: http://bit.ly/39Dbouv 

• 원격진료 의사용 Admin website : https://admin.medihere.com/ 

• 원격진료 정부 보도자료: http://bit.ly/39xBcrU    

• 원격진료 약사회 보도자료: http://bit.ly/2xhkejc 

http://bit.ly/39Dbouv
http://bit.ly/39Dbouv
http://bit.ly/39Dbouv
https://admin.medihere.com/
https://admin.medihere.com/
http://bit.ly/39xBc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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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ps.apple.com/us/app/medihere/id1495124301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edihere.react


원격진료 예약 01 / 



원격진료실 입장 02 / 

홖자는 Mobile Application의 원격짂료실로 입장 (iOS, Android App) 
의사는 PC, Mobile로 의사용 원격짂료 Admin Website의 원격짂료실 입장 



원격 화상진료 연결 대기화면 03 / 



원격 화상진료 연결 화면 04 / 



원격 화상진료 연결 화면 04 / 



원격 화상진료 연결화면의 메뉴 활성화 04 / 



원격진료 활용방안 05 / 

① 국내 예약부도(No-Show) 환자에게 원격진료 

- Covid19 감염우려로 예약을 취소한 환자들에게 원격진료 문자안내 및 건강체크, 진료 진행 

 

② 해외 외국인 환자에게 원격진료  외국인 환자 유치 

- 미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외국인 환자에게 원격진료 진행 및 향후 환자를 유치 

 

③ 원격진료 실용화 자료 수집 

- 정부, 보험사, 학회 등에 활용할 원격진료 실용화 자료 수집, 분석, 활용 가능 



구붂 
메디히어 ZOOM 굿닥 똑닥 

화상통화(Video Call) ○ ○ X X 

젂화통화(Call) ○ ○ ○ ○ 

채팅(Chat) ○ ○ X X 

화면공유 기능 ○ ○ X X 

다자간 통화 ○ ○ X X 

다국어 지원 ○ ○ X X 

*의료진 보호장치 
(화면녹화, 캡쳐방지 등) ○ X X X 

원격진료 젂용 결제모듈 
(후불제 KG이니시스) 

○ 
(신용카드 후불결제) 

X X 
(계좌이체) 

X 
(계좌이체) 

의료정보 256bit AES 
암호화 기록 ○ X X X 

홖자 건강정보 수집 ○ X X X 

홖자 본인 인증 ○ X X ○ 

EMR 연동API 모듈 ○ X X X 

메디히어의 기술 경쟁력 06 / 



메디히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07 / 

병원명 주요 특징 의사수 

진행 Process 

미팅 및 
협약 체결 

원격진료실 셋팅 의사 등록 Test 진행1) 원격진료 가능2) 

로컬 병/의원 1차 의료기관 60명 20년 3월 20년 3월 20년 3월 20년 3월 현재 운영중 

코로나19 대응 
모범 종합병원 

230명 
’20년 3월 

13일 
’20년 3월 

15일 
’20년 3월 17

일 
’20년 3월 

17일 
현재 운영중 

보건복지부 산하 
암 붂야 전문기관 

228명 ’20년 4월 ’20년 4월 ’20년 4월 ’20년 4월 현재 운영중 

심장젂문병원 
(국내 유일) 

186명 
(86명, 90명) 

4/24 예정 4/24 예정 - - - 

대젂거점 종합병원, 
검진센터 특화 

186명 
(91명,95명) 

4/28 예정 4/28 예정 - - - 

상급종합병원의 
한양대의료원의 붂원 

230명 ’20년 4월 협의중 - - - 

인천거점 종합병원, 
국제진료 특화 

58명 4/24 예정 4/24 예정 - - - 

젂라북도 거점 
종합병원 

47명 협의중 - - - - 

합계 1,225명 - - - - - 

1) 테스트 진행 항목 : 원격진료 연결 및 운영 점검을 위핚 내부 테스트 Process 실행 (영상,음성, 채팅, 로그인, 진료차트 등)  
2) 원격진료 가능범위 : 진단서 발급, 처방전 발급 가능 (’20년 04월 21일 현재) 



- 원격진료 정부방침 안내 - 
• 정부 보도자료: http://bit.ly/39xBcrU    
• 약사회 보도자료: http://bit.ly/2xhkejc  

http://bit.ly/39xBcrU
http://bit.ly/2xhkejc






#Index 

1. 의사 회원가입 

2. 원격진료앱 다운 

3. 원격진료 업무흐름 

4. FAQ 

5. Appendix 



1. 의사 회원가입 
의사용 원격진료 Admin Website:  
https://admin.medihere.com/ 

https://admin.medihe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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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 D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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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용 원격진료 Admin Website: https://admin.medihere.com/ 

https://admin.medihere.com/


“검토 및 승인완료 후 원격진료 진행!” 

메디히어 원격진료 플랫폼_의사 회원가입 방법 01 / 

5 6 

7 8 

 의사용 원격진료 Admin Website: https://admin.medihere.com/ 

“스케쥴 저장 및 회원가입 검토신청” 

https://admin.medihere.com/


2. 원격진료 환자용 앱 다운로드 



메디히어 원격진료 플랫폼_환자용 원격진료앱 “메디히어” 다운 02 / 
 메디히어 – 국내최초 원격진료앱 iOS, Android 다운로드 통합링크 : http://bit.ly/39Dbouv 

http://bit.ly/39Dbouv


3. 원격진료 업무흐름 



메디히어 원격진료 플랫폼_환자(사용자) & 의사 업무흐름도 03 / 

환자의 
분야별 의사검색 

환자 - 의사 
원격진료 예약 

환자-의사 
원격진료 진행 

환자-의사 
처방전 전달 

환자-의사 
진료비 수납 

※ 의학적 소견 불필요 시  

     채팅으로 상담 가능 

※ 발행핚 처방전에 홖자  

     전화번호 기재 필수 

※JX999(기타내역)에 사유 

    (전화상담) 기재/청구 

※홖자의 증상이 급여항목이면     

    급여 보험처리 가능 

※ 진찰료 100% 지급 

※의사 판단에 따라 대리처

방 가능 

※ 단계별 주요 안내사항  

※ 원격진료 업무절차 보도자료 
정부 보도자료 - http://bit.ly/39xBcrU, 약사회 보도자료 - http://bit.ly/2xhkejc 
 
※ 대리처방 핚시적허용방안 
1. 대상: 자가격리자, 만성질홖자, 노역자, 고위험 굮홖자 
2. 조건: ①같은 질홖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홖자 및 의약품처방에대핚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2.24일부터 별도종료 시 까지, 2.28 시행예정인 개정 의료법 내 대리처방 요건강화에 우선 

의사용 원격진료 Admin Website에서 (https://admin.medihere.com/)  환자용 원격진료 iOS, Android Application에서 

진료희망 의사검색 

- 메디히어 앱 접속 

- 진료분야별 의사탐색 

- 원격진료 스케쥴 확인 

원격진료 예약신청 

- 진료일정 및 진료수단 선택   

     (화상통화,전화통화,채팅) 

- 증상입력 및 사진/파일 첨부 

- 진료비 납부용 카드등록 

      (진료 완료 후 자동결제) 

원격진료실 입장 

- 홖자와 화상통화, 전화통화,  

   채팅상담으로 연결 

- 진료실에서 홖자증상 확인,           

   의사의 진료내용 입력      

   (S/O/A/P/처방약) 

처방전 첨부 및 Fax발송 

- 병원 자체 EMR을 홗용해  

   처방전 File(Pdf) 발행 및 첨부 

- 자체 e-Fax로 홖자가 지정핚 

   약국으로 처방전 무료전송 

진료비 청구, 클릭1번으로 

끝 

- 홖자 본인부담금 카드 자동결제 

 후 해당 진료비는 일괄정산해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 JX999 급여 보험처리 진행 

 

http://bit.ly/39xBcrU
http://bit.ly/2xhkejc
https://admin.medihere.com/


메디히어 원격진료 플랫폼_환자의 의사검색 및 원격진료 예약 03 / 

환자의 
분야별 의사검색 

환자 - 의사 
원격진료 예약 

환자-의사 
원격진료 진행 

환자-의사 
처방전 전달 

환자-의사 
진료비 수납 

메인화면 
원하는 진료분야를 
선택핛 수 있습니다. 

의사 리스트화면 
분야별 의사정보를  
핚눈에 확인 핛 수 있습니다. 

의사 상세화면 
전문분야,경력,학력 등에 대핚 정
보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원격진료 싞청 
15분단위 진료시간과 진료수단 
(화상/전화/채팅)을 선택합니다. 



메디히어 원격진료 플랫폼_환자의 의사검색 및 원격진료 예약 03 / 

증상 입력 
홖자 증상입력 및 파일첨부 

결제수단 등록 
진료비 결제를 위핚 카드등록 

진료예약 완료 
예약완료 및 영수증 확인 

홖자 추가정보 입력 안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  

환자의 
분야별 의사검색 

환자 - 의사 
원격진료 예약 

환자-의사 
원격진료 진행 

환자-의사 
처방전 전달 

환자-의사 
진료비 수납 



03 / 

홖자 추가정보 입력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  

My약국 지정하기 
의사의 처방전을  Fax로  
전달받을 약국정보 입력 

진료 후 약국 방문수령 
Fax로 처방전을 전달받고,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 

환자의 
분야별 의사검색 

환자 - 의사 
원격진료 예약 

환자-의사 
원격진료 진행 

환자-의사 
처방전 전달 

환자-의사 
진료비 수납 

메디히어 원격진료 플랫폼_환자의 의사검색 및 원격진료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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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분야별 의사검색 

환자 - 의사 
원격진료 예약 

환자-의사 
원격진료 진행 

환자-의사 
처방전 전달 

환자-의사 
진료비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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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히어 원격진료 플랫폼_의사 화상진료/처방전 전송/진료비 수납 03 / 

# 홖자정보 확인 
- 이름/성별/생년월일/ 증상/  
   첨부파일/ 약국정보/전화번호 등 
# 진료내용 입력 
- 짂료내용 SOAP & 처방의약품 입력 

1 

2 # 원격 영상진료 진행 
- 홖자정보 확인 및 짂료내용 입력하며 
 

3 #처방젂 첨부 
- 병원 EMR에서 처방전 File 추출해   
Fax전송 or 채팅방 전송(Pdf, 스캔본) 
※ 홖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필요 
※ 처방전에 홖자 전화번호 표기 필요 

4 #진료비 청구하기 클릭 
#급여 진료항목 보험료 청구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붂코드 
JX999 (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 기재 
후 청구  
※ 홖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필요 

환자의 
분야별 의사검색 

환자 - 의사 
원격진료 예약 

환자-의사 
원격진료 진행 

환자-의사 
처방전 전달 

환자-의사 
진료비 수납 

※ 원격진료 업무절차 보도자료  정부 보도자료 - http://bit.ly/39xBcrU  약사회 보도자료 - http://bit.ly/2xhkej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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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홖자정보 확인 
- 이름/성별/생년월일/ 증상/  
   첨부파일/ 약국정보/전화번호 등 
# 진료내용 입력 
- 짂료내용 SOAP & 처방의약품 입력 

1 

2 # 원격 영상진료 진행 
- 홖자정보 확인 및 짂료내용 입력하며 
 

3 #처방젂 첨부 
- 병원 EMR에서 처방전 File 추출해   
Fax전송 or 채팅방 전송(Pdf, 스캔본) 
※ 홖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필요 
※ 처방전에 홖자 전화번호 표기 필요 

4 #진료비 청구하기 클릭 
#급여 진료항목 보험료 청구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붂코드 
JX999 (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 기재 
후 청구  
※ 홖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필요 

환자의 
분야별 의사검색 

환자 - 의사 
원격진료 예약 

환자-의사 
원격진료 진행 

환자-의사 
처방전 전달 

환자-의사 
진료비 수납 

※ 원격진료 업무절차 보도자료  정부 보도자료 - http://bit.ly/39xBcrU  약사회 보도자료 - http://bit.ly/2xhkejc 

2 

http://bit.ly/39xBcrU
http://bit.ly/2xhk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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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 

환자의 
분야별 의사검색 

환자 - 의사 
원격진료 예약 

환자-의사 
원격 채팅상담 

환자-의사 
처방전 전달X 

환자-의사 
상담료 수납 

※ 원격진료 업무절차 보도자료  정부 보도자료 - http://bit.ly/39xBcrU  약사회 보도자료 - http://bit.ly/2xhkejc 

# 홖자정보 확인 
- 이름/성별/생년월일/ 증상/  
   첨부파일/ 전화번호 등 
# 상담내용 입력 
- 상담내용 SOAP입력 

1 

2 # 채팅상담 진행 
- 홖자정보 확인 및 짂료내용 입력하며 
 

3 #처방젂 첨부 X 
- 병원 EMR에서 처방전 File 추출해   
Fax전송 or 채팅방 전송(Pdf, 스캔본) 
※ 홖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필요 
※ 처방전에 홖자 전화번호 표기 필요 

4 #상담료 청구하기 클릭 

3 

http://bit.ly/39xBcrU
http://bit.ly/2xhkejc


4.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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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격진료를 하고싶은데 메디히어 앱이 꼭 필요하나요?                                                                                                       
아니요. 메디히어 앱 설치가 불필요합니다. 의사용 원격짂료 Admin Website (https://admin.medihere.com/)
에서 홖자와 화상짂료, 전화짂료, 채팅상담이 가능합니다.  

Q. 처방젂을 홖자에게 바로 보내도 되나요?                                                                                                                                       
네, 정부방침(2.22)에 따라 SNS등을 통해 홖자에게 처방전 직접 전송 가능합니다. 

Q. 메디히어 원격진료 플랫폼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                                                                                                                        
코로나19 사태 도움이 되고자, 의료기관에 메디히어 플랫폼을 무료로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Q. 홖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진찰료는 어떻게 받나요? 급여처리가 되나요?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붂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해 청구 가능합니다.홖자의 증상과 
원격짂료 항목이 대면짂료의 급여처리 항목과 같을 때 급여처리 청구 가능합니다. 

Q. 메디히어 원격진료 플랫폼은 합법인가요 ?                                                                                                                             
네.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보건의료기본법 제 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예방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운영됩니다. 

Q 원격진료 후 처방젂 발급, 처방젂 젂송 등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본인확인에 필요한 홖자 전화번호 입력 필수, 짂료내용 기록 등 대면짂료 절차준용(추짂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
39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예방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짂행 가능합니다. 

Q 예약된 원격진료를 참여하지 못할때 취소가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패널티 없이, 의사용 원격짂료 Admin Website의 예약된 짂료화면에서 예약취소 사유를 선택하
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https://admin.medihe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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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젂송 시 정해진 처방젂 양식이 있나요? 

종이처방전 법정서식(의료법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발급된 처방전이라면 어떠한 형태로 전송하더라도 무방합니
다. 즉 법정서식을 준수하고, 내용이 잘 보인다면 종이처방전 스캔본, 종이처방전 사짂촬영본, 전자차트(EMR)에서 
화면캡처 또는 파일 다운로드 등 어느 것이든 가능합니다. 

※단, 처방전 약국 전송 시 짂료한 홖자의 전화번호(전화복약지도에 이용) 기재가 필요합니다. 

 

Q 처방젂 젂송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02.24(월)부터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 허용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약국 또는 홖자에게 직접 처방전 전송이 가
능합니다. 종이처방전 스캔본/사짂촬영본/ or 전자차트 내 처방전 화면캡처/파일다운로드 하싞다음 해당 파일을      
메디히어 의사용 원격짂료 Admin Website의 처방전 전송 창구에 업로드하여 전송하면, 홖자가 미리 지정한 약국
으로 처방전이 전송됩니다. 또한 메디히어 원격짂료 채팅방,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발송가
능합니다.  

※단, 처방전 약국 전송 시 짂료한 홖자의 전화번호(전화복약지도에 이용) 기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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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발급 및 전송 가이드_전자차트에서 처방전 파일 만드는 방법 

처방젂 발행화면에서 [인쇄] 버튺 클릭 1 2 상단의 [인쇄] 버튺을 클릭한 후, 출
력할 형식을 선택하고 [파일변홖] 

3 저장한경로를 설정하고 [확인] 버튺을 클릭하여 저장!  
지정한 경로에[차트번호_홖자성명.파일형식]으로 저장됩니다. 
- 파일명 생성규칙은 차트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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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격진료를 하고싶은데 메디히어 앱이 꼭 필요하나요?                                                                                                       
네. 의사와 화상/전화/채팅 연결을 위해 메디히어 iOS, Android Application이 필요합니다. 

Q. 원하는 의료기관이 원격진료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원격짂료는 100% 의료기관의 자율참여로 이루어지며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원격짂료는 지리적 제약이 없
으므로 원격짂료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원격짂료를 받은 후 방문 가능한 동선의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받아 의약품을 수령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대한약사회, 대구/경북의사회가 원격짂료 참여 중 - 

Q. 의사와 진행하는 원격진료 진료비는 얼마인가요? 어떻게 결제하나요?                                                                                           
짂료비는 의사가 등록한 화상/전화/채팅 짂료수단별 짂료비용이 결제됩니다. 결제방법은 간편하게 카드를 등록하고, 원격
짂료가 완료되면 자동결제 됩니다.  

Q. 메디히어 원격진료 플랫폼은 합법인가요 ?                                                                                                                             
네.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보건의료기본법 제 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예방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운영됩니다. 

Q 원격진료 후 처방젂 발급, 처방젂 젂송 등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본인확인에 필요한 홖자 전화번호 입력 필수, 짂료내용 기록 등 대면짂료 절차준용(추짂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예방법 제4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짂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홖자들과 

효율적인 원격의료 플랫폼이 필요핚 의사분들을 위해, 메디히어가 함께합니다. 

Apr. 2020 

신청 및 상담문의                                                                                                                                 
구글 싞청양식: http://bit.ly/3csmqVc  Tel : 070-7847-8910  E-mail : info@medihere.com 

원격진료 업무절차 보도자료                                                                                                                        
정부 보도자료: http://bit.ly/39xBcrU   약사회 보도자료: http://bit.ly/2xhke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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