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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의 맞춤 의료·예방의학 … 네트워크 진료도 가능

<넥스트 메디칼그룹>

다음으로 인체의 신경세포와 적혈구의 건강 유지

에 도움이 되며 유전자(DNA) 생성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비타민B12를 매월 1회씩 무상으로 주사해 

준다. 또 인체의 면역 기능을 높이는데 특별한 효과

가 있는 종합 비타민 주사인 영칵텔 주사를 1년에 4

회 분기별로 무상으로 주사해 준다.

이와 더불어 <넥스트 메디컬그룹> 멤버에게는 

자매 병원인 <나눔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웰빙 

프로그램 이용 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웰빙 프로그램은 ▶노화에 따른 근육 손실로 인

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근

육을 증강시켜주는 프로그램 ▶동시에 복근 주위 

복부지방을 감소시켜 합병증 위험률을 감소 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요도괄약근이 약해

져서 발생할 수 있는 요실금 예방 및 근육 강화로 허

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넥스트 메디컬그룹>에서는 넥스트 멤버로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검사 1

회를,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화상 또는 

전화 진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넥스트 메디컬그룹>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활용하여 환자 및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질병에 대

한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멤버들의 질병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

이며 환자 개개인 맞춤 의료·예방의학으로 치료와 

더불어 질병의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350여 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넥스트 메디컬

그룹>은 빅토빌에서 오렌지카운티, LA까지 남가

주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진료하고 있다. 현재 <넥

스트 메디컬그룹> 자매 병원인 <나눔병원>은 LA 

2곳과 월넛, 애나하임, 빅토빌 등 4지역에서 한인들

을 위한 섬세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밸리, 가디

나, 샌디에고 지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특별히 1차 진료에 관하여 각 지역 나눔병원 네트

워크 진료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빅토빌 나눔병원 

환자가 애나하임 나눔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다.  

<넥스트 메디컬그룹> 관계자는“<넥스트 메디컬

그룹>과 <나눔병원>에서는 건강보험플랜 혜택 이

외에 환자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별도의 건강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멤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

공하고 있다.”며“환자 중심의 수준 높은 의료 시스

템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넥스트 메디컬 멤버 가입 문의: (213) 378-0144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독감 시즌까지 닥쳤다. 엎친데 덮친 격이다.이럴 때

일수록 질병 예방을 위해 면역력 증대에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 이런 까닭에 면역력 증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넥스트 메디컬그룹>이 주목받고 

있다.

환자 중심의 예방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넥

스트 메디칼그룹>은 면역력 증가를 위해 지난 9월

부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마스크 또는 손 세정제를 3개월마다 무상 지

급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로 수시로 손

을 청결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의 확

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데이터로 

증명되었다.

▲ <넥스트 메디컬그룹>은 멤버 가입 회원들에게는 화상 또는

 전화 진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진=넥스트 메디컬그룹

▲ <넥스트 메디컬그룹>은 환자 중심의 차별화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넥스트 메디컬그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