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의료보험 대안
숫자로 본 Medi-Share

400K+

$50M+

900K+

미전역의 회원수

월간 의료비 나눔액

전국 PPO 네트워크 의료기관

Medi-Share의 우수성

Medi-Share에서 언제나 무료
및 무제한인 혜택들

직접적인 의료비 청구서 처리

가족당 하나의 AHP

Medi-Share는 회원을 대신하여 의료비
청구서를 직접 처리합니다.

의료건당 혹은 개인당 보험공제액에 대한
스트레스없이 비용을 절감하세요.

어떠한 큰 의료비도 지원

빠른 의료비 나눔

1993년부터 40억불 이상의 의료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의료비 청구서의 90%가 30일 내에
처리됩니다.

특허받은 MSE 기술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의료비의 100% 나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

AHP 충족후에는 개인 또는 건당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치과 할인

98% 회원 만족도

연간 한도액, 평생 한도액 또는 재인증
요구 없음

안과 할인

의료비 청구금액의 100%가 지원 대상입니다 (
출산의료비 및 Co-Share 예외).

기도 지원

회원 충성도 점수가 전국 업계 평균 2배에
달합니다.

전국 PPO 네트워크
90만개 이상의 의료기관 네트워크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 기반 커뮤니티
연중 무휴 원격 의료(Telehealth)

회원의 가치기준에 부합

무제한 원격 상담(TeleCounseling)

위로와 격려

성경적 가치기준에 따른 의료비 나눔을
실천합니다.

매월 최대 50% 또는 그 이상 절약
새 가격 옵션이 더해졌습니다! Co-Share와Direct Primary Car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인 가정

2인 가정

3인+ 가정

65세 이상

최대 매월

최대 매월

최대 매월

매월

$128

$370

$570

$70

까지 절감

까지 절감

까지 절감

부터 시작

한국어 서비스 833-742-7349, 가입문의 213-434-117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 Affordable Alternative
to Health Insurance

Medi-Share By The Numbers

400K+

$50M+

900K+

MEMBERS
ACROSS AMERICA

SHARED
PER MONTH

NATIONWIDE PROVIDER
NETWORK

The Medi-Share Difference
DIRECT BILL MANAGEMENT
Medi-Share directly manages medical bills
on your behalf. (No checks to mail to/receive

Free & Unlimited Extras
with Medi-Share

from other members).

ONE AHP PER FAMILY
Save money and live without stress of
meeting per incident charges or individual
insurance deductibles.

NO BILL TOO LARGE
More than $4 Billion shared since 1993.

QUICK SHARE
90% of bills shared within 30 days.

24/7 Telehealth

100% OF ELIGIBLE BILLS SHARED
Once AHP or Maximum Co-Share
responsibilty is met, no per person or
per incident charges that create cost
uncertainty for your budget.

Unlimited TeleCounseling

(We never pro-rate sharing dollars.)

PATENTED MSE TECHNOLOGY
Technology designed to save you time
and money when it comes to medical bill
sharing.
98% CUSTOMER SATISFACTION RATE
Member loyalty score is 2X the national
industry average.
NATIONWIDE PPO NETWORK
Choose from network of 900K providers
for pre-negotiated discounts or visit the
doctor of your choice.

NO ANNUAL CAPS, NO LIFETIME
LIMITS, NO REQUALIFICATION FOR
MEMBERSHIP
100% of bill amounts are Eligible for
Sharing (Maternity & Co-Share exception).
ALIGNED WITH YOUR VALUES
Our members share medical expenses
that support and honor biblical values.

Faith-Based Community

Dental Discounts
Vision Discounts
Prayer Support
Encouragement

Save Up To 50% Or More Per Month
New pricing options available! Learn more about Co-Share! Learn more about Directy Primary Care!

Single Household

Household of 2

Household of 3+

Seniors

SAVE UP TO

SAVE UP TO

SAVE UP TO

STARTING AT

MO NTHLY

$128

$370

$570

M O N T HLY

MO NT H LY

MO NT H LY

$70

To learn more, call 833-SHARE-49 (833-742-7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