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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헬스케어 흡수 합병

미국 PlatinumMD (CA주 소재) 인수 

중국 UBcare (Beijing) S&T Co., Ltd. 설립 

2011
SK D&D㈜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부문 영업 인수(에버헬스케어)

2010
의약품 거래 자동화 웹솔루션 ‘인디케이터’ 오픈

헬스케어서비스 자회사 ‘㈜에버헬스케어’ 설립

해외 병원급 EMR 패키지 ‘SkyCare’ 출시

글로벌 당뇨관리서비스 기업 EHS와 기술협력 본계약 체결

서울경제 신문 주최 국가경쟁력 대상 헬스케어솔루션부문 ‘최고대상’ 수상

2009
약국사업 통합브랜드 유팜(U pharm) 런칭

디지털병원 사업관련 태국 5개 파트너병원 제휴 완료

의약품 자동조제시스템 ‘유팜 오토팩’ 출시

2008
(주)유비케어로 상호변경 (변경전 : (주)이수유비케어)

SK 그룹 계열사 편입

태국 디지털 병원 사업 진출(태국 해외법인 UB Thailand 설립)

2007
‘의사랑’ 10,000명 고객 돌파

레이팩스 제휴,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사업 진출

병의원 의료 소모품판매 전자상거래 시스템 ‘미소몰닷컴(www.misomall.com)’ 오픈 

2006
영동세브란스병원과 모바일 혈당 측정 시범서비스 제공

분당서울대병원과 진료정보공유 시범사업 추진 

㈜메디온몰 의약품 전자상거래 영업 인수 

병의원 미디어서비스 ‘유비패널 미디어서비스’ 출시

의약품 정보검색 솔루션 ‘엣팜DI-Viewer’ 출시

2005
(주)이수유비케어로 사명 변경, 이수그룹 계열사 편입

네이버와 제휴, 의료분야 ‘新지식IN’서비스 제공

네이트닷컴과 제휴, 온라인 병의원 검색 서비스 제공

동원F&B와 제휴, 병의원 전문 건강기능식품 유통사업 진출

보건복지부, <벤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프로젝트> 수행 (~2006)

2004
대한민국 S/W 사업자 대상 최우수상 수상

Daum과 제휴, 온라인 병의원 검색 서비스 제공

온라인 수탁검사 연계서비스 ‘유비랩’ 출시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 컴퓨팅 프로젝트> 수행 (~2006)

2002~2003
유비케어로 사명변경, 창립10주년

‘의사랑’, ‘엣팜’ 업계 최초 심평원 S/W검사제 인증 획득

병의원 전용 CRM솔루션 ‘엔케어’ 출시

이노비즈 기술혁신기업 선정

2001
KT와 ‘전자처방전 EDI사업’ 협약 체결

의약품 데이터 제공 및 시장분석사업 사업 진출

2000
동물병원용 EMR ‘이프랜즈’ 출시

EMR 관련 세계 최초 ‘MS BackOffice logo 인증’ 획득

중국 병원용 EMR 시스템 ‘이쯔롱’ 출시

1998 ~1999
인터넷종합병원 ‘건강샘’ 오픈

약국정보화 프로그램 ‘엣팜’ 출시

의료보험 EDI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의료부분 DB대상 수상 (한국DB진흥센터,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원격진료 프로젝트 수행

1997
의료정보업계 최초 코스닥 상장 

유망 선진 기술기업 지정 (중소기업청)

IR52 장영실 상 수상 (과학기술처)

제1회 벤처기업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1995 ~1996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유망중소기업체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1992 ~1994
메디슨 사내벤처 1호로 창립, 

메디다스 법인 설립

국내 최초 병의원 전자차트(EMR) ‘의사랑’ 출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170-5 우림 e-Biz Center 1차 10층   Woolim e-Biz Center Ⅰ10F, 170-5 Guro3-dong, Guro-gu, Seoul 152-847, Korea
Tel. 02-2105-5000  www.ubc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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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대리점, 서비스 조직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유비케어가 구축한 전국 37,400여 병·의원과 약국, 17개의 대리점과 서비스 센터, 일반인 건강샘 회원 네트워크는 

모두 국내 최대 규모이며,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미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는데 핵심 인프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유비케어가 의료IT는 물론, 의료유통, U-Healthcare 분야로 사업을 확대, 성장 시키는데 든든한 기반이자 독보적인 경쟁력

이 되고 있습니다.

UBcare Network 

UBcare Thailand

Kore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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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대리점 네트워크

세일메디넷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06번지 브라운스톤 중계 530호 

TEL 02-955-1588

이안메드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번지 파크타워 103동 907호

TEL 02-718-1191

강남메디패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7-11 현영빌딩 401호 

TEL 02-472-9203

비즈현메디칼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라인 A동 809호

TEL 02-2093-3491

UB-Net 
인천 부평구 청천동 440-4번지 남광센트렉스 9층 910호

TEL 032-363-3344

JMC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41-14 해송빌딩 502호  

TEL 031-404-3501 

에버넷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42번지 KT 남수원지사 2층

TEL 031-253-0805

메디네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3 대덕테크노밸리 미건테크노월드 1차 416호

TEL 042-633-2595

메디케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송정동, 세중테크노밸리 312호, 313호)

TEL 043-294-4495

이오넷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20-10
TEL 063-254-3520

두리메디컴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843-5 3층

TEL 062-572-2111

엠베이스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686-5번지

TEL 033-766-7618

프로비즈넷

대구시 서구 내당4동 255-4번지 2층

TEL 053-524-9112~4

동원메디텍

경북 영천시 완산동 1118-17번지 3층

TEL 054-763-0999

엠네트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631-3
TEL 051-582-7666

디라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048-4번지 2층

TEL 055-241-4280~1

씨제이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72-33 로얄 오피스텔 608호

TEL 064-748-6686

해외법인

UB(Thailand) Co., Ltd  
3195/9 Fl.4. Viboonthani Tower, Rama 4 Klong tan, Klong teoi, 
Bangkok 10110 Thailand 

PlatinumMD (Platinum Health Information Systems)  
2850 Red Hill Ave., Suite 220; Santa Ana, CA 92705, USA 

UBcare (Beijing) S&T Co., Ltd  
# 1707  Union Plaza, No. 20 ChaoYangMenWai Ave., ChaoYang, 
Beijing, 100020,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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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그룹사 네트워크

SK 케미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6번지 TEL 02-2008-2008

SK 건설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18번지 SK건설빌딩 TEL 02-3700-7114

SK 가스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SK G.Plant TEL 02-6200-8114

휴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9 POBA 강남타워 12층  TEL 02-2189-4567

SK Chemicals Qingdao 
Jiangshan Middle road, Qingdao, Shandong, China, 266510  
TEL 86-523-8676-3560

SK Pharma Beijing 
23F, SK Tower, No.6 Jia, Jianguomenwai Avenue, Beijing, China(100022)
TEL 86-10-5924-0909

SK Chemicals Suzhou 
#188, Jiangxingdonglu, Wujing economic developmentzone, 
Jiangsu Province, China 215200
TEL 86-512-8516-2002

UBcare Beijing

PlatinumMD

발행인 주식회사 유비케어 

발행일 2013년 7월 31일 

발행처 홍보담당 조지은 

일러스트 김대중

기획 및 디자인 디자인엔유 02.578.0236

세상이 꿈꾸던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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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 Happy Moment with UB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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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Introduction

믿음이 모여 최고를 만듭니다.

최고이기에 믿을 수 있습니다.



03

Healthy &
 Happy M

om
ent w

ith U
Bcare 

02

Premier 
and Reliable 

U-Healthcare Pioneer
최대의 의료정보기업으로 의료환경 디지털화를 통해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

안정적인 재무구조로 신시장 신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 가능

주치의 기반 개인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 선도

U-Healthcare 선도기업으로서 우수한 정부과제 수행 실적

역동적이며 젊은 기업문화로 신기술 도입 및 적용의 선진화  

No1. Healthcare Network
국내 최대 규모인 40,000여 의료 네트워크 자산

전국 17개 대리점 네트워크 보유

업계 최대 규모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고객 지원

미래 헬스케어서비스 실현의 핵심 인프라 구축 

Total Healthcare Solution Provider
의료IT, 의료유통, 제약마케팅, U-Healthcare 등 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폭넓은 솔루션 보유

의료와 헬스케어 범위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각 솔루션 간의 시너지 효과 

사업분야별 No.1 파워 

의료기관부터 제약사,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고객층 확보

Customer Oriented Philosophy
시장별 고객가치 정의 및 사업계획 및 경영정책 반영

사이버 | 전화 | 지역별 미소센터 등 다양한 고객지원  

고객지원 만족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고객을 생각하는 무한감동 서비스 



    Business Introduction

당신이 가리키는 곳,

      유비케어가

만들어 갈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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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ive 
Global and 

Global U-Healthcare Leading Company
태국 현지법인 UB(Thailand) 설립

태국 5개 병원과 함께 Digital Hospital 기반 구축

미국 의료 개혁 정책 기반 미국 EMR 시장 진출

중국 EMR시장 진출  

Leader for Ubiquitous Healthcare!
건강한 삶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며 

헬스케어 업계의 첨단화 디지털화를 선도해 온 유비케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세상,

모든 이들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경험하는 세상,

유비케어가 만들어 갈 내일의 모습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가치를 창조합니다

유비케어에 보내주신 많은 기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비케어의 역사에는 행복과 나눔의 키워드가 항상 존재하였습니다. 

유비케어는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기업으로서, 

시장에 새로운 가치들을 선보이고, 

고객들과 나누며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앞선 헬스케어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는 고객, 주주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표이사 부회장

CEO Gr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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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위한 가치를 창조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유비케어를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비케어는 92년 창립 이후 국내 최초 

의원용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솔루션 개발에 성공, 

이를 시작으로 의료 통합경영솔루션 및 최첨단 의료기기 제공, 

의료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의료환경을 디지털화·첨단화하여 미래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환경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솔루션 대표기업으로서 

유비케어는 언제, 어디서든 

모든 이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헬스케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표이사 사장



 Mission & Vision

Mission

Corporate
Culture

Premier Healthcare Group

패기(열정•적극•진취)

창의(혁신•변화)

신뢰(윤리 고객만족 파트너십)

Vision

‘도전을 장려’ 하는 문화 

긍정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문화를 추구

‘변화를 추구’ 하는 문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이를 지지하는 문화를 추구

‘상호 존중’의 문화

상대방을 인정함으로써 모두가 존중하는 문화를 추구

건강한 삶을 위한 가치창조

유비케어가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가치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며, 

인류가 함께 누리는 건강과 행복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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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 
UB Professional
유비케어는 기업과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일에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따뜻한 Professional UB人”을 지향합니다. 

열정과 팀웍, 변화주도, 고객지향의 핵심역량을 통해 

젊고 열정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Business Introduction

Premium 
Medical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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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IT 솔루션

국내 유일 통합 서비스 및 토탈 솔루션 제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 확보•병/의원 13,000 고객 보유 

EMR 고객기반 차별화된 연계서비스 및 유통솔루션 제공

큰의사랑 : 병원 경영정보 통합관리 

의사랑 : 의원 경영정보 통합관리 

미소몰닷컴 : 병의원 전자상거래

병의원 IT 솔루션

국내 유일 통합 서비스 및 토탈 솔루션 제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 확보•병/의원 

EMR 고객기반 차별화된 연계서비스 및 유통솔루션 제공

큰의사랑 : 병원 경영정보 통합관리 

의사랑 : 의원 경영정보 통합관리 

미소몰닷컴 : 병의원 전자상거래



    병의원 IT 솔루션

국내 최초 병/의원용 EMR(전자차트) 의사랑은 

병/의원 환경에서 환자 접수, 진료, 검사, 청구, 

수납 등 전반의 작업들을 정보화하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의원경영의 효율성 증대 | 고객마케팅을 통한 단골환자 확보 | 보험청구업무의 간소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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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경영 통합 솔루션 의사랑 CRM

의사랑 CRM은 의사랑 고객 전용 시스템으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나 접종시기, 주의사항 등을 문자, 

음성메세지로 재확인 시켜주는 사후관리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진료대기 미디어 솔루션 의사랑 Media

의사랑 Media는 진료대기 중인 환자들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대기실 환경이 한차원 업그레이드 되는 진료대기 미디어 솔루션입니다.



    병의원 IT 솔루션

의료영상 종합관리 솔루션 의사랑 Image

의사랑 Image는 초음파, 내시경 등의 의료 영상장비와 연결하여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하고 손쉽게 편집하여 상담에 이용하고 

관리와 조회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의료영상 종합관리 솔루션입니다

온라인 수탁검사 솔루션 의사랑 Lab

의사랑 Lab은 병/의원의 임상검사를 수탁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는 제반 업무를 
자동화하는 서비스입니다. 

의사랑과 연동되므로 의뢰된 검사 결과는 자동으로 조회되어 

환자에게 빠르고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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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의 다양한 병원 구축 경험과 검증을 통하여 개발, 구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IT시스템 환경을 통해 원내 불필요한 업무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최적의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EMR Package 솔루션입니다.

 
www.misomall.com 
병/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소모품을 비롯, 측정 / 진단 / 운반 / 수술기구, 

전산용품, 각종 비품 등을 전자상거래 하는 의료전문 쇼핑몰로서, 전국 17개 
고객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10,000여 회원이 다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Business Introduction

The 
Confi dence of 
Pharmac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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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IT 솔루션

폭넓은 약국 네트워크 확보(유팜몰 12,000고객 보유)

유통사업(유팜몰)을 통한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 성장 지속 

의약품 관련 연계 아이템을 통한 제품 차별화와 시너지 효과 창출

U pharm System : 약국 관리용 기반 시스템

U pharm Mall : 약국 의료 유통 

U pharm Autopack : 자동정제포장 시스템



    약국 IT 솔루션

처방조제, 보험청구, 약품관리 등 약국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업무를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약국관리시스템입니다.

U pharm System Live Service로 실시간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미소센터를 통한 초고속 원격지원

U pharm DI 서비스로 20,000여 약품정보 제공

전국 7,000여 회원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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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전용 판매관리 솔루션 U pharm POS

유비케어의 다양한 병원 구축 경험과 검증을 통하여 개발, 구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IT시스템 환경을 통해 원내 불필요한 업무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최적의 병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EMR Package 솔루션입니다.

POS

2D

처방전 관리 서비스 U pharm 2D

U pharm 2D 바코드
병의원과 약국 간의 처방전 전달업무에 2D 바코드를 

이용하여 상호 교환,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U pharm 2D plus

2D plus 스캐너를 통하여 2D 바코드와 

OCR(광학문자판독)을 하나로 결합한 처방 입력 서비스입니다.



    약국 IT 솔루션

All In One Service를 지향하는 약품거래 자동화 웹솔루션입니다.

지역 대표 19처 도매 제휴로 전국 도매 네트워크 완성

효율적인 의약품 거래를 위한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표

전화, FAX에 의존하던 주문을 시스템 활용으로 업무의 효율화 및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가능 

클릭 한번으로 구입 약가와 안정적인 재고 관리 가능

전국 12,000여 회원을 보유한 의약품 전용 쇼핑몰로서, 

40여 개의 전문 도매상과 협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전자상거래를 이끌어갑니다.

회원 등급에 따른 지역별 무료 교품 서비스

믿을 수 있는 전문 도매상의 자율경쟁 시스템으로 저렴하게 구매 가능

다양한 이벤트 및 멤버십 혜택

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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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손으로 만지지않고 조제할 수 있도록 FSP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장착한 완벽한 전자동 정제 포장 시스템입니다.

벽장처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46cm 폭의 U pharm Autopack SLIM

최대 220개 카세트 장착 가능

전국 17개 대리점의 우수한 A/S와 정기적인 관리 서비스



    Business Introduction

Global 
Healthcare 
Leader
글로벌 헬스케어 IT 솔루션

해외 유수 병원에 통합 디지털 병원 솔루션 공급하여 솔루션 기능 및 사업성 검증

동남아(태국), 북미(미국), 동북아(중국)에 거점을 확보하여, 대륙별 사업 확장 전략

국내에서 검증된 다양한 의료 IT 솔루션을 거점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공급

SkyCare : 글로벌 디지털 병원 통합 솔루션 

UBPACS : 디지털 의료 영상 솔루션

PlatinumMD : 미국의 Web 기반 의원용 EMR (EHR) 솔루션

이쯔아이“ ” : 중국의 현급 이하 병원용 중국어 EMR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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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헬스케어 IT 솔루션

영상의료기기들의 영상 이미지들을 서버에 저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의료영상솔루션입니다.

국내외의 독보적인 EMR소프트웨어 기술과 20여 년 간의 축적된 병의원 

네트워크환경 구축 노하우를 통해 의료영상 분야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합니다.

의료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디지털병원 프로세스 완성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 여러 병원에 안정적인 레퍼런스 구축

사용자 중심의 UI, 우수한 영상 퀄리티 제공

국내 헬스케어 IT와 글로벌 디지털 병원솔루션입니다.

검증된 시스템 안정성을 기반으로 각종 의료장비와 지원 모듈을 통합하는 

병원 경영 통합 솔루션이며, 글로벌 의료 환경에 최적화되어 전세계 표준 프로토콜은 물론, 

다국어 지원 플랫폼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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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Web기반 의원용 EMR(EHR) 솔루션 입니다. 정부의 HITECH 정책에 부합하는 

검증된 EHR 프로그램입니다.

                

중국의 현급이하 병원들을 위한 중국어 EMR 솔루션입니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가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기층병원 중심의 의료정보화 정책에 가장 부합하며, 한국 의사랑제품의 20년 EMR제품노하우가 그대로 

전수된 제품안정성이 이미 검증된 제품입니다.  

중국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전국 90여만개의 기층의료기관들의 의료정보화 사업들을 집중공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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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Introduction

The 
Exact 
Marketing 
Consul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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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마케팅솔루션

유비케어의 20,000여 병/의원, 약국 등 의료네트워크 기반

병의원/약국 최대 panel 확보로 효율적 리서치 진행 

신속한 Data 확보, 통계분석으로 제약사가 필요로 하는 가치 창출 

경제적인 시스템, 안정적인 네트워크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 제공

UBIST : 의약품 통계정보 서비스

URIS : 처방패턴 분석정보 서비스



    제약마케팅솔루션

UBIST
원외처방전을 기반으로 제약사의 의사결정 및 

제약사의 리서치를 지원하는 의약품 통계정보 서비스입니다. 

병의원에서 발행된 처방전 데이터를 전국의 약국 패널에서 매월 수집, 분석, 

가공하여 원외 처방 시장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국 7,000여 약국에 보급된 EMR을 통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 제공

전국 17개 지점에서 200명의 직원에 의하여 패널 유지, 관리

간편한 Drag & Drop 방식으로 조사 항목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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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S
질병 기준 처방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약사의 마케팅을 지원하는 처방패턴 

분석서비스입니다. 600개 내과 계열 패널들을 통한 EMR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방 패턴 및 환자 추적 정보를 리포트 형태로 제공합니다.

매월 600여 패널 Clinic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전체 70만 명의 환자 및 520만 건의 처방건을 통해 분석 

원하는 양식으로 리포트 구성 가능



    Business Introduction

For The 
Happiest 
Moment of 
Your Health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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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Health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드리는 

유비케어의 헬스케어 브랜드

EverHealth
Marketing Service

(B2B2C)

금융권, 보험사 고객 

건강관리서비스 진행

EverHealth HR Service
(B2B)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로 영역확대

EverHealth
Customer Service

(B2C)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로 영역확대

EverHealth

30만

500만
100만

2000 200820082008 201520152015 20202020

K은행, D생명, L카드, M화재 등 약 50만 명의 고객이 에버헬스의 EverHealth Marketing Service를,
S건설, S케미칼, B카드 등 약 3만 명의 임직원이 에버헬스의 EverHealth HR Service 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verHealth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EverHealth    HR Service
에버헬스의 HR서비스는 기업 임직원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업 내 건강 리스크 감소, 핵심 인재 관리, 건강 복지 제도 개선 등의 효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임직원 건강관리를 통해 인력 관리의 효율화 및 건강 위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핵심 인재는 일대일로 특별 관리하여 업무 효율 및 회사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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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Risk Solution (건강위험관리 솔루션) 
회사 전반의 건강 리스크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임직원 건강 위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산 감소 효과를 드립니다. 

•주요 3대 질환 밀착관리, 만성질환 습관관리, 질환리스크 예방관리, 해외의료연계 등  

•개인 건강리스크 분석, 기업 건강리스크 분석 등

Key-person Solution (핵심인재관리 솔루션) 
기업 내 핵심인재 및 고 성과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일대일 특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건강비서, VIP Life Care 등

Welfare Solution (복지혜택증진 솔루션) 
임직원 모두를 위한 건강복지제도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임직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24시간 건강상담, 건강상품 구매혜택, 병원/명의정보 및 예약지원 등

•건강정보웹진, 건강정보문자 제공 등

Wellness Solution (기업문화증진 솔루션) 
임직원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여 전반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웰니스 프로그램(금연, 걷기, 디톡스 힐 등)  

•건강 관리 앱 등

HR Manager Solution (운영비용절감 솔루션) 
건강검진 등 건강 복지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스마트 건강검진 등



    EverHealth

금융 상품을 위한 

EverHealth    Marketing Service
에버헬스 마케팅 서비스는 건강을 테마로 고객 릴레이션쉽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신규고객 창출, 기존고객 유지, VIP고객 로열티 강화의 효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양한 세일즈 툴과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에 도움을 드리며,

현재 고객의 이탈 방지 및 VIP고객의 서비스 로열티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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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Solution (영업강화 솔루션) 
기업의 상품 판매 담당자가 고객과의 접점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상담용 생활습관평가, 판촉용 건강상품 구매혜택 등

Promotion Solution (판매촉진 솔루션)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풍성하게 구성하여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판매를 촉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검진센터 연계, 24시간 건강상담, 병원/명의정보 및 예약지원 등 

•건강정보웹진, 건강정보문자 제공 등

Retention Solution (이탈방지 솔루션) 
장기적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유지하여, 현재의 고객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메디네이터, 건강 안부 체크 등 

VIP Solution (VIP관리 솔루션) 
일대일 밀착 관리 및 특별 우대 편의 제공을 통해 VIP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건강비서, VIP 컨시어지, VIP 건강검진 컨설팅 등 

Event Solution (이벤트 솔루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강 테마 이벤트를 진행하여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건강 이벤트, 건강 교육, 건강 관리 앱 제공 등



    Business Introduction

Eco agricultural 
distribution 
business for 
the next 
generation

자연이랑 www.62life.com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돕고,

환경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相生의 소통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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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상생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사업 ‘자연이랑’
‘자연이랑’ 서비스는 전국 1,800여 농가의 농산물을 유통하면서, 단순한 유통사업이 아닌 믿을 수 있는 
먹거리, 도농상생이라는 수익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소비자와 농민, 그리고 유비케어가 만드는 생태 공동체
SK그룹 임직원과 계열사 고객을 위해 농산물 구입금액을 지원하여 도농상생의 실질적 지원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주체가 되어 먹거리안전을 책임지고, SK의 엄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통하며, 
소비자의 구매가 이를 지지하는 상호적인 생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자연이랑

친환경농산물 소비는 

직원을 건강하게, 농민을 행복하게!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통해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증진

밭에서 식탁까지 복잡한 유통을 직거래로 간소화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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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향하는 “도농상생”의 

사회공헌 모델

SK 친환경농산물 소비 프로그램은 “도농상생”의 모델 중 가장 

완성된 단계의 모델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SK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1社 1村 운동의 새로운 모델로 삼아야 할 것

- 박승수 농림부장관 / 2006년 3월 15일, 농림부 1급 이상 간부 및 식량국장 대상 특강 시 -

친환경농산물 유통관리

신뢰 ⇒ 잔류농약 및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시스템 운영

신용 ⇒ 이슈 발생 시 유통이력 추적 시스템 가동

신선 ⇒ 국내 온라인 냉장택배 물동량 1위 콜드체인

도농상생 성장

•거래농가 : 전국 1,800여 농가 및 생산단체

•취급품목 : 300여 개(단품 기준)

•소비회원 : 20,000명



 

■ IT솔루션

■ U-헬스케어솔루션

■ 글로벌솔루션

■ 기타 

*단위:억원

단위: 백만원

Financial Highlight

06

 264
 359 374 414 526 568

700

2000

07 08 09 10 11 12(E) 13(E) 14(E) 15(E)

   재무성과 요약

영업현황

재무현황

Sales Revenue 매출액

Operating Profi t 영업이익

Net Income 당기순이익

Total Assets 자산총계

Cash & Money-Market Instruments 현금 및 단기 금융상품

Total Liabilities 부채총계

Total Equity 자본총계

Debt Raito 부채비율

2012

65,986

560

308

61,076

27,857

15,010

46,066

32,58%

2011

56,775

3,187

3,609

56,725

28,464

9,496

47,228

20.11%

2010

52,605

1,502

2,419

55,174

19,452

11,382

43,791

25.99%

2009

41,423

1,826

2,869

49,211

21,375

7,926

41,285

19.20%



유비케어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대리점, 서비스 조직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유비케어가 구축한 전국 37,400여 병·의원과 약국, 17개의 대리점과 서비스 센터, 일반인 건강샘 회원 네트워크는 

모두 국내 최대 규모이며,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미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는데 핵심 인프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유비케어가 의료IT는 물론, 의료유통, U-Healthcare 분야로 사업을 확대, 성장 시키는데 든든한 기반이자 독보적인 경쟁력

이 되고 있습니다.

UBcare Network 

UBcare Thailand

Korea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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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대리점 네트워크

세일메디넷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06번지 브라운스톤 중계 530호 

TEL 02-955-1588

이안메드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5가 24번지 파크타워 103동 907호

TEL 02-718-1191

강남메디패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7-11 현영빌딩 401호 

TEL 02-472-9203

비즈현메디칼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40-21 우림블루라인 A동 809호

TEL 02-2093-3491

UB-Net 
인천 부평구 청천동 440-4번지 남광센트렉스 9층 910호

TEL 032-363-3344

JMC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41-14 해송빌딩 502호  

TEL 031-404-3501 

에버넷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42번지 KT 남수원지사 2층

TEL 031-253-0805

메디네트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33 대덕테크노밸리 미건테크노월드 1차 416호

TEL 042-633-2595

메디케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송정동, 세중테크노밸리 312호, 313호)

TEL 043-294-4495

이오넷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20-10
TEL 063-254-3520

두리메디컴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843-5 3층

TEL 062-572-2111

엠베이스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686-5번지

TEL 033-766-7618

프로비즈넷

대구시 서구 내당4동 255-4번지 2층

TEL 053-524-9112~4

동원메디텍

경북 영천시 완산동 1118-17번지 3층

TEL 054-763-0999

엠네트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631-3
TEL 051-582-7666

디라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1048-4번지 2층

TEL 055-241-4280~1

씨제이넷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72-33 로얄 오피스텔 608호

TEL 064-748-6686

해외법인

UB(Thailand) Co., Ltd  
3195/9 Fl.4. Viboonthani Tower, Rama 4 Klong tan, Klong teoi, 
Bangkok 10110 Thailand 

PlatinumMD (Platinum Health Information Systems)  
2850 Red Hill Ave., Suite 220; Santa Ana, CA 92705, USA 

UBcare (Beijing) S&T Co., Ltd  
# 1707  Union Plaza, No. 20 ChaoYangMenWai Ave., ChaoYang, 
Beijing, 100020,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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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그룹사 네트워크

SK 케미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86번지 TEL 02-2008-2008

SK 건설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18번지 SK건설빌딩 TEL 02-3700-7114

SK 가스 

서울시 중구 을지로 100 SK G.Plant TEL 02-6200-8114

휴비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9 POBA 강남타워 12층  TEL 02-2189-4567

SK Chemicals Qingdao 
Jiangshan Middle road, Qingdao, Shandong, China, 266510  
TEL 86-523-8676-3560

SK Pharma Beijing 
23F, SK Tower, No.6 Jia, Jianguomenwai Avenue, Beijing, China(100022)
TEL 86-10-5924-0909

SK Chemicals Suzhou 
#188, Jiangxingdonglu, Wujing economic developmentzone, 
Jiangsu Province, China 215200
TEL 86-512-8516-2002

UBcare Beijing

PlatinumMD

발행인 주식회사 유비케어 

발행일 2013년 7월 31일 

발행처 홍보담당 조지은 

일러스트 김대중

기획 및 디자인 디자인엔유 02.578.0236

세상이 꿈꾸던 헬스케어

&U



UBcare History 

2012
㈜에버헬스케어 흡수 합병

미국 PlatinumMD (CA주 소재) 인수 

중국 UBcare (Beijing) S&T Co., Ltd. 설립 

2011
SK D&D㈜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부문 영업 인수(에버헬스케어)

2010
의약품 거래 자동화 웹솔루션 ‘인디케이터’ 오픈

헬스케어서비스 자회사 ‘㈜에버헬스케어’ 설립

해외 병원급 EMR 패키지 ‘SkyCare’ 출시

글로벌 당뇨관리서비스 기업 EHS와 기술협력 본계약 체결

서울경제 신문 주최 국가경쟁력 대상 헬스케어솔루션부문 ‘최고대상’ 수상

2009
약국사업 통합브랜드 유팜(U pharm) 런칭

디지털병원 사업관련 태국 5개 파트너병원 제휴 완료

의약품 자동조제시스템 ‘유팜 오토팩’ 출시

2008
(주)유비케어로 상호변경 (변경전 : (주)이수유비케어)

SK 그룹 계열사 편입

태국 디지털 병원 사업 진출(태국 해외법인 UB Thailand 설립)

2007
‘의사랑’ 10,000명 고객 돌파

레이팩스 제휴,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사업 진출

병의원 의료 소모품판매 전자상거래 시스템 ‘미소몰닷컴(www.misomall.com)’ 오픈 

2006
영동세브란스병원과 모바일 혈당 측정 시범서비스 제공

분당서울대병원과 진료정보공유 시범사업 추진 

㈜메디온몰 의약품 전자상거래 영업 인수 

병의원 미디어서비스 ‘유비패널 미디어서비스’ 출시

의약품 정보검색 솔루션 ‘엣팜DI-Viewer’ 출시

2005
(주)이수유비케어로 사명 변경, 이수그룹 계열사 편입

네이버와 제휴, 의료분야 ‘新지식IN’서비스 제공

네이트닷컴과 제휴, 온라인 병의원 검색 서비스 제공

동원F&B와 제휴, 병의원 전문 건강기능식품 유통사업 진출

보건복지부, <벤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프로젝트> 수행 (~2006)

2004
대한민국 S/W 사업자 대상 최우수상 수상

Daum과 제휴, 온라인 병의원 검색 서비스 제공

온라인 수탁검사 연계서비스 ‘유비랩’ 출시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 컴퓨팅 프로젝트> 수행 (~2006)

2002~2003
유비케어로 사명변경, 창립10주년

‘의사랑’, ‘엣팜’ 업계 최초 심평원 S/W검사제 인증 획득

병의원 전용 CRM솔루션 ‘엔케어’ 출시

이노비즈 기술혁신기업 선정

2001
KT와 ‘전자처방전 EDI사업’ 협약 체결

의약품 데이터 제공 및 시장분석사업 사업 진출

2000
동물병원용 EMR ‘이프랜즈’ 출시

EMR 관련 세계 최초 ‘MS BackOffice logo 인증’ 획득

중국 병원용 EMR 시스템 ‘이쯔롱’ 출시

1998 ~1999
인터넷종합병원 ‘건강샘’ 오픈

약국정보화 프로그램 ‘엣팜’ 출시

의료보험 EDI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의료부분 DB대상 수상 (한국DB진흥센터,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원격진료 프로젝트 수행

1997
의료정보업계 최초 코스닥 상장 

유망 선진 기술기업 지정 (중소기업청)

IR52 장영실 상 수상 (과학기술처)

제1회 벤처기업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1995 ~1996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유망중소기업체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1992 ~1994
메디슨 사내벤처 1호로 창립, 

메디다스 법인 설립

국내 최초 병의원 전자차트(EMR) ‘의사랑’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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