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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본인정보활용지원(My Data) 실증사업 실시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현황 

의료정보 유통과정의 불투명성 

원격진료 및 원격상담 시장의 성장 

인바운드 시장의 확대와 비효율적 중개현황 

커뮤니티 컨텐츠의 필요성과 성장가능성 



의료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4

본인정보활용지원(MyData) 실증서비스의 출현

2019년 5월 1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의료/금융/유통/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

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본인정보활용지원(MyData) 실증 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

통부는 개인이 본인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혹은 제3자에게의 제공을 동의함으로써 다양한 분야

의 개인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본인정보활용지원(MyData) 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18년에는 금융‧통신 등 2개 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의료/
유통/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확장하여 실증서비스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강남 세브란스병원은 건강검진 및 처방전 데이터를 개인이 휴대폰 앱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 제3의 기

업에게 제공하여 맞춤형 건강관리(활동량, 영양관리 등) 및 식단추천 서비스 등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서면, CD 등 활용이 어려운 형태로 제공되던 개인 건강검진 결과 및 처방내역을 

휴대폰 앱으로 손쉽게 관리/활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 상황에 맞는 식단을 제공하고 주문/결제를 

연계하여 개인의 편리한 건강관리를 돕는다.

세브란스병원의 개인헬스케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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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정보활용지원(MyData) 실증서비스의 출현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동아대학병원은 응급환자가 응급 진료기록 및 일상 생활 속 건강기록을 

보관하고, 진료와 처방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건강지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자, 개인에게 데이터 관

리 및 활용 권한을 돌려주어 개인정보 활용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본인정보 활용에 따른 혜

택을 체감하여 개인중심의 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키’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2019년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마이데이터를 환자의 동의하에 재가공하여 제

3자에게 제공을 하고 환자가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사업을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이다. 마이데이터를 이

용하여 국민에게 혜택을 되돌려주는 것은 현 의료계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미스블럭또한 이 

흐름에 동참하여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개인건강지갑 서비스의 제공

MYDATA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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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현황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다수의료기관은 종이의무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시스템을 도입하였다.  EMR 시스템이 기록, 보관,활용의 용이성과 건강보험청

구의 정확성, 그리고 비용효과성에 있어 종이의무기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

나 현재 한국의 전자의무기록(이하 EMR) 시스템은 분절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의 차팅프로그램들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 기

록의 내용은 표준화 되어 있지만,이를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용 방식, 데이터 베이스,휴

먼 인터페이스는 개발 회사별로 가지각색이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적용된 의무기록 시스템이 상

이한 상황이다.

EMR(전자의무기록)의 도입

EMR 시스템의 분절화 및 파편화는 의무기록의 호환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의료기관마

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 자신의 의

무기록을 옮길 수가 없다. 의료기관을 옮겨야 할 경우 매번 종이차트를 발급받아 그 차트를 다른 의료기

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종이차트는 스캔 또는 수작업을 통해 다시 새로운 병원의 EMR 시스템에 

입력된다. EMR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진단 및 진료정보의 포괄적 호환이 불가능하여 정작 의료기관

간 의무기록의 연계와 이를 통한 진료의 지속성 유지는 종이의무기록방식에서 한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새롭게 진료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진료비가 발생하여 환

자와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분절화 및 파편화 된 EMR 시스템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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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현황

종이로 인쇄된 EMR 사본 발급비용 부담도 결코 적지 않다.  진료기록  발급 시 장당 2~3천원, 진단서는 

1만원, 상해진단서 5~10만원, 소견서의 경우 약 2만원 가량의 비용이 청구된다. 또한 종이로 인쇄된 

EMR 사본은 한번 병원에 제출하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할 때 마다 또다시 비용을 지불하

고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 분절화, 파편화된 현재의 EMR시스템의 난점을 극복하고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EMR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현 EMR 시스템의 사본 발급 비용

사람의 몸은 기계처럼 획일화 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변수를 가지는 특성 때문에 질병의 진단 및 치료는 

의료인의 진료철학에 따라 다양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다양한 진단과 치료형태가 잘못된 것으로 비춰

질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무분별하게 ‘의료인-환자-타 의료인’간에 공유되는 EMR기록은 최초로 기록을 

작성한 의료진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게 된다. 따라서 EMR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서는 이러한 난제를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환자와 의료인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플랫폼이 나온다

면 의료계가 한 발짝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EMR의 공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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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유통과정의 불투명성

파편화, 분절화된 의료 정보 시스템으로 인해 정부, 의료기관, 환자 등 의료정보를 다루는 주체들은 제

각기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사용 기기간 연동성도 제공받지 못해 커다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서로의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비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시술되는 보톡스, 필러 치료의 경우 모든 정보

의 권한이 의료기관에만 집중되어 있다. 환자는 자신이 시술 받게 되는 보톡스와 필러의 상표를 말로만 

들을 수 있을 뿐 유통기한, 제조날짜 등 제품 개발 회사가 인증하는 그 어떤 정보에도 접근권이 보장되

어 있지 않은 채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지하여 시술을 받게 된다. 1회 수술에 수백만원이 드

는 유방확대술과 같은 가슴 성형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일자, 유

통기한 등 다양한 의료 제품 정보와 유통과정을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다면 의료

기관, 환자, 제조업체 모두를 만족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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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및 원격상담 시장의 성장

언제 어디서든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원격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장 큰 수혜자이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통계 포털 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원격의료 시장 규모가 2021년 

410억 달러(약 48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연 평균 성장률(CAGR)은 29.3%로 예측된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원격의료시장

원격의료의 선두주자인 미국은 1997년부터 원격의료를 폭넓게 허용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원격의료 

사용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고 사용자 만족도는 95%를 상회할 만큼 일상생활과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49개 주에서는 원격의료 일부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2019년에는 원격 이미지 진단에도 적용

된다. 

미국 원격의료시장 현황

일본에서는 2020년까지 원격진료 뿐 아니라 원격처방 및 처방약의 택배배달까지 정착시킬 것을 정부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포켓닥터’를 2016년 부터 도입한 일본은 지난 4월 원격의

료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앴다. 과거에는 인구가 적어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주로 원격 진료가 이

뤄졌지만 최근에는 도심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한국 회사인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일

본에서 원격의료 사업에 진출했다. 2019년 1월 라인은 일본 의료전문 플랫폼업체 `M3`와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지난 4일 도쿄에 설립했다.

일본 원격의료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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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및 원격상담 시장의 성장

중국 정부는 2009년부터 원격의료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시장이 큰 만큼 샤오미ㆍ화웨이ㆍ바

이두ㆍ알리바바ㆍ텐센트 등 주요 IT 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

년 중국의 원격의료 이용자는 4억27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용자들이 평균 60위안의 진료비를 지

불한다고 가정하면 시장 규모는 256억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원격의료시장의 현황

유독 한국에서만 아직 원격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이나, 시대적 흐름상 부분적 허용이 머지 않아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원격진료가 아닌 원격의료 상담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이미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가능하다. 현재 한국 의료계에는 이미 여러 원격의료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수십개의 분과가 

존재하는 의료계 전체를 포괄하려는 시도 탓에 효과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분과 

전체를 아우르려는 시도는 현재로써는 다소 무모하다고 보여지며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해외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소수의 특정 의료과를 집중 공략하는 원격의료상담서비스가 우선

적으로 나온다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상담이 대중화에 따라,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행위에 대한 공포감에서 비롯되는 의료진에 대한 심

리적 장벽이 낮아져 보다 쉽게 의료진과 접촉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게 되며, 원격상담을 시행하는 병원

으로서는 의료상담서비스를 진행하면서 토큰을 통한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자 내원 전환자와의 

유대감 및 라포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병의원 홍보를 위한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

어 이득이 될 것이다. 

한국 원격의료시장 현황과 원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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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수의 증가

한국 의료계는 현재 아시아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세계로 약진 하고 있다. 한국의 유명 의사들은 외국 

의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많은 의사들이 중국,베트남은 물론 중동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

역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환자의 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역대 최고치인 38만여 명을 기록했다. 2009년 해외 환자 

유치 시작 이후 10년만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누적 환자수가 2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이 수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성형외과 분야의 외국인 환자 수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서

울 강남 지역은 이미 아시아의 성형 메카가 된지 오래다. 성형외과 분야에서는 안면윤곽 등 안면부 미용

성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치과분야에서는 라미네이트 보철 & 미백치료 등 치아 심미, 성형 부

분과 임플란트 수술이 인기가 많다.

증가하는 의료관광 인바운드 시장

외국인 환자 유치시, 중계 수수료를 가져가는 브로커의 존재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내국인 진료수가와 브로커가 중계하는 외국인 진료 수가는 50~100%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외국인환자와 국내의료기관간 신뢰도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7년 중국 CCTV에서

는 한국의료계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과도한 치료수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였으며 현재

에도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국제간 환자와 병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글로

벌 의료서비스 또는 플랫폼이 있다면 의료계 및 해외 환자들 모두에게 환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환자진료에 대한 과도한 치료비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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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컨텐츠의 필요성 및 성장가능성

PC의 성능에 준하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유저들의 정보탐색 경로와 정보탐색을 위한 매개체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더 이상 데스크탑 컴퓨터는 유저들의 주된 정보탐색 수단이 아니다. 그들은 스마

트폰 앱이나 스마트폰용으로 만들어진 웹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모바일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계에서도 현 시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는 상황이지만, 아직 커뮤니티 또는 모바일 컨텐츠에 대한 공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의료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역시 성형외과이다. 미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많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환자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특성을 가진 병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내 환자 중심의 커뮤니티

가 활성화 되어 환자들은 쉽게 수많은 질의를 주고 받고, 치료 전후 사진 등 원하는 정보에 접근 할 수 있

다. 이러한‘킬러 컨텐츠’는 환자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해당 앱에서 시간을 소비하도록 유도하

고,성형외과 등 병의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과 

전자차트의 스마트폰 저장, 원격상담이 한 곳에 이루어진다면 매우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활성화 된 커뮤니티는 토큰 생태계를 원활히 유지시켜 주는 기반이 될 것이다. 

부족한 모바일 컨텐츠

커뮤니티 컨텐츠의 필요성



2. 미스블럭이 제안하는  
블록체인 기반 의료서비스 생태계

미스블럭 프로젝트 추진방향 

미스블럭 블록체인기반 의료서비스 생태계 

미스블럭 플랫폼을 통한 혜택 

참여자 별 역할변화(As-is/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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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블럭 프로젝트 추진방향

미스블럭 팀의 분석결과, 기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성공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지나치게 광범위

하며 추상적인 서비스 목표에 기반한 비즈니스모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 프로젝트

들이 오직 환자 중심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프로젝트로서는 훌륭하나 수익을 내어 경

영을 해야 하는 사업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의료프로젝트는 그 속성 상 정부가 주도 하지 않

는 이상, 가장 먼저 의료계의 인플루언서이자 사업자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을 만족시켜야

만 원활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의료인,의료기관의 동의 또는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

지 않은 의료프로젝트는 그 성공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실질적이고 유용하며,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를 제시함으로써 참여를 이끌어 낼 때 프로젝트

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 관련 사업은 정부의 제한 혹은 규제가 타 분야에 비해 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의료 프로젝트는 특히 정부와의 소통 뿐 아니라 의료협회, 의료기관

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정책의 기조를 충분히 이해하며 보조를 맞추어 나갈 때 프로젝

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미스블럭은 의료협회, 정부 및 규제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빠

르고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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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지 않아야 한다.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실현가능해야 한다. 

사업화가 가능해야 한다. 

대중, 정부, 의료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본 프로젝트는 아래의 5가지 핵심사항을 준수하여 비즈니스모델을 설계한다.

미스블럭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의료계의 문제점들을 해결 또는 

완화시킴으로써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의료서비스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세련된 

UI를 겸비한 스마트폰 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출시하여 그를 중심으로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 

블록체인 기반 의료서비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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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블럭 플랫폼의 혜택

의료기관은 환자진료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이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진료의무기록 또는 전자차트기록)을 환자의 스마트폰앱으로 발급할 때 실 의료수가에 준

하는 토큰으로 보상하고, 이 기록의 조회수가 올라갈 때마다 보상이 더해짐으로써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이 때 환자가 가지게 되는 EMR은 환자의 고유기기에서 PHR(Personal Health 

Record)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바로 마이데이터라 불리는 환자의 개인건강정보이다. 환

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마이데이터인 PHR은 어떻게 쓰여지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 자신의 PHR 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거나,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그것

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행위로써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이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병원의 서버와 환자의 고유기기에 저

장할 수 있도록 한다. EMR(전자진료의무기록) 최초기록자의 진료기록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것이 아

닌 현재 사용되어지는 Conventional 정보전달 체계를 최대한 반영하여 환자의 EMR 기록 다운로드 요

청이 있을 시에 EMR을 환자의 폰으로 전송하도록 한다. 단 EMR기록이 아닌 의료기기 및 의료제품, 의

약품 등 유통과 관련이 있는 정보의 경우는 환자의 동의 하에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어떤 제

품을 사용하여 치료 받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이데이터 형성에 따른 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차트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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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블럭 플랫폼의 혜택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는 자신의 진료 스케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 종료 기간 설정시 그 후로 

‘반년 또는 1년 후 정기 검진’ 등의 푸쉬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설정할 

경우 간단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치료정보를 제공받고 해당 

분야의 전문 병원 및 해당 진료를 수행하는 지역 병의원을 추천 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진료 스케쥴 생성 및 알람서비스 구축

기존에는 환자가 x-ray 기록 발부를 원할 경우, Compact Disc에 저장하여 장당 2만원의 비용을 받고 

발급받으므로, 반복 시 비용발생 및 재방문 등 낭비적 소모가 발생하나, 미스블럭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

면 환자는 MIS토큰을 수수료로 납부하고,앱으로 X-ray 기록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의료기관에서 CD

를 굽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환자는 자신의 의무기록 중 원하는 부분

을 지정 및 클릭함으로써 매우 손쉽게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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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블럭 플랫폼의 혜택

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무기록을 이메일로 다양한 제 3의 기관인 의료기

관 및 보험사 등에 제출 할 수 있다. 기존의 종이의무기록은 제출과 동시에 환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나, 

앱에 저장된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은 1회 제출과 동시에 사라지는 특성이 없어 영구적 및  지속적인 활

용이 가능하다.  

편리한 전자기록 제출기능 구축

기존 대부분 국민들은 의료정보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탓에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여러 보험 상품에 가

입되어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마이데이터의 의료블록체인화이다.  마이데이터는 환자의 

동의 아래 제 3기관에게 전송되게 되고 그 정보는 재가공되어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온다. 

예를 들어 특정 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진료를 받게 되면 연관된 질병을 포함한 특정 질병위주의 보험특

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무분별한 보험 가입을 막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소

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험 연계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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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기반 Medical SNS Platform인 아나파톡을 통하여 스마트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치료전후사진 

등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자는 글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댓글이 달릴수록 그에 대한 토큰 보상

을 받게된다. 또한 커뮤니티는 치료 전반에 관한 안내문 및 일러스트, 영상을 삽입하여 치료의 이해도를 

높이는 ALL in one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의사가 참여하는 전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환자들의 니즈

를 충족시킨다. 

후기기반 메디컬 SNS 플랫폼, 아나파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는 미스블럭 파트너쉽 병원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 기능과 함께 

운영시간, 진료 특징 등 환자들에게 필요한 이용 정보를 담아 편의성을 극대화 한다. 

환자 위치 기반 병원 찾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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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상담 시스템을 일차적으로 구현하며 글로벌 시장에 대비하여 원격진료, 상담, 처방 기능을 모두 구

현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상담시스템에서 의료진은 원격 상담시 토큰을 수수료로 받음으로써 동기가 

부여된다. 특정  병원이 원격상담에 참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어플리케이션 내 병의원 정보 노출의 빈

도수가 올라가도록 한다. 병의원은 효과적인 홍보 채널을 갖게되고, 환자는 의료진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호 니즈가 충족된다.

세계적으로 원격진료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한국에서의 원격진료 허용 역시 가부의 문제라기 

보다 시기의 문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부분적 허용으로 원격진료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 미

스블럭 프로젝트는 많은 이점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특정 문서의 발급을 원할시 직접 내

원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추가 발급시에도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미스블럭 플랫

폼을 이용시 환자는 원격으로 진료기록 및 소견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고, 복수의 기관에 진료 기록, 소

견서 등 문서들을 중복 비용지불 없이 매우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발급받은 소견서 등

의 기록이 스마트폰에 기록되어 있어 같은 용무로 의료기관에 재방문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더

해 환자가 진료를 받은 지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통증 조절을 위해 약물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새

로운 의료기관에서 새롭게 검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진료 기

록이 있는 의료기관에 처방전을 요청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스블럭 블록체

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환자개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의료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원격상담 시스템 구축

원격진료를 지원하는 미스블럭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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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블럭생태계에서 사용되는 MIS토큰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의 토큰 생태계에서 통용될 뿐 아

니라  미스블럭 파트너쉽 병의원에서의 진료비 결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MIS토큰의 사용

성을 극대화 시킨다. 

MIS토큰의 진료비 결제 시스템 구축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EMR(전자의무기록), 후기기반 Medical SNS플랫폼, 원격상담시스템을 구현한 

후,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 미스블럭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차후 한국어,중국어,영어 3가지 버

전으로 서비스를 제공되어,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해외 마케팅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수혜를 제공하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선도적인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미스블럭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원격진료 시스템과 토큰생태계가 뒷받힘이 되는 후기기반 메디컬SNS는 해외현지에서도 충분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스블럭 플랫폼은 대한민국의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위한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병원과 해외거주 환자를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인한 국내외 의료기관의 수익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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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As-Is To-Be

환자

타병원 지료 혹은 제3기관 제출 등 필요 시마

다 병원을 방문, 높은 비용을 들여 실물 차트 
등 의료기록을 발급받아야함 

해킹 등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 상존

스마트폰에서 EMR 원본을 편리하게 다운로

드, 보관, 제출등 자유롭게 사용 
기존 실물자료 발급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이

용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정성 획득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정보 습득 및 보상혜
택 향유

병원
EMR 비표준화로 인해 병원 간 낮은 호환성 

의료데이터 보관 비용 및 안정성에 대한 부담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로 비용 절감 

생태계 활성화로 추가 수익모델 및 고객증가 
효과 

효율적인 마케팅 채널 추가 확보 
해외 인바운드 고객의 효율적인 유치

3rd Party 수령하는 의료기록에 대한 위변조 가능성 상존
위변조 우려 없는 의료기록 확보 

고객 편의 향상

정부/공공
인증제  등 표준 사업 추진에 높은 비용 및 시
간 소요 

낮은 참여도로 인해 실효성

코인 이코노미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
간참여 활발 

저비용 고효율로 의료계 문제점 개선

참여자에 따른 As-Is &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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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블럭 플랫폼의 3단레이어 구조 

미스블럭 기반 블록체인의 특성



미스블럭 블록체인의 구조와 특성

24

미스블럭 플랫폼의 3단계 레이어

Core : 첫번째 레이어는 전체 시스템의 기반을 이루는 코어 부분으로 미스블럭 CORE 부분과 블록체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미스블럭 CORE에는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인 EMR(Electronic Medical Records) 

원본데이터가 안전하게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DApp 요청이 있을 시, 비대칭 암호키(개인키/공개키)를 

이용한 디지털 서명 기능을 통해 적격이 인정되는 사용자만 데이터를 수신/복호화할수 있도록 한다. 블

록체인 부분에는 병원,의사,환자 등 참여자의 ID값과 EMR의 해시값이 저장되어, 해시값의 비교를 통해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ore

Service

DApp
데이터를활용한여러응용프로
그램들과모바일, 웹등UI 환경

코어와DApp을연결, 스마트컨트랙
트를통해핵심기능들을구현

원본데이터를취급하는MIBS 
Core와 ID 및해시값을관할하는

Blockchain으로구성

MIBS
Core

Contract token {
Mapping (addr);
Public  alt=CoinBalance();

…
}

Service : Serivice 레이어는 코어와 DApp을 연결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플랫폼의 핵심 기능들

을 구현하는 레이어다. 블록체인 데이터 네트워크와 통신하여 데이터의 입출력을 관리하고, 스마트 컨

트랙트 기술을 이용하여 플랫폼이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서비스들을 구현한다. 

DApp: 미스블럭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의료데이터들과 이를 활용한 여러 응용프로그램들, 그리고 모바

일, 웹, 앱 등의 모든 사용자 환경을 포함하는 레이어이다. DApp형태로 구현되어 제공되는 미스블럭플

랫폼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의 EMR다운로드 및 제3기관에의 제공,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편리한 원격상담 서비스, 커뮤니티를 통한 유익한 정보의 습득 및 참여도에 따른 토큰 보상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며, 병원 및 사업자 등 다른 참여자들 역시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보상이 

돌아가는 토큰 생태계가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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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ability(확장성) :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많은 양의 데이터가 높은 빈도수로 교환되어야 하므로 거래

처리속도가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 처리속도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를 갖는 1,2세대 블록체인을 기반

으로하는 기존 플랫폼들에 비해, 탁월한 TPS(Transaction per Second)를 지닌 EOS 기반의 플랫폼 

엔진인 CHROME을 이용하여 미스블럭 플랫폼은 높은 성능을 바탕으로 빠르게 생태계를 확장해 갈 것

이다.

Ethereum

Bitcoin

Transaction Ledger
High Security, 
Low Scalability

Turing-complete Programming
Smart Contract 
Low Scalability

EOS

High Scalability
Centralization

High Scalability
Decentralization

A Blockchain for DApps

Safety(안전성) : 미스블럭 블록체인은 빠른 거래처리속도 뿐 아니라, 그와 더불어 높은 보안성과 안정

성까지 함께 갖추고 있다. 최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의 입찰제안 시스템을 구성

하는 블록체인으로 선정될 정도로 높은 안정성과 검증된 기술력으로 구축되었을 뿐 아니라, 민감한 개

인정보에 속하는 의료데이터의 특성상 필수로 요구되는 KYC(Know Your Customers)기능 또한 완벽

하게 지원함으로써 탁월한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Convenience(편의성) : 미스블럭 블록체인은사용자 측면에서 키 및 지갑관리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한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 여타 블록체인들과 달리 별도의 프라이빗 키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계정연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CHROME을 통해 월등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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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ization(탈중앙화) : 미스블럭이 채택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가장 활성화된 생태계와 풍부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향후 빠른 기능 개선 및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유의 알고리즘을 통해 효율성과 탈중앙화 거버넌스를 구현함으로써 점차 더 많은 사용

자들에게 선택받게 되어 향후미스블럭 생태계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4. 미스블럭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크립토이코노미

전자 차트 

원격 진료 

커뮤니티 

병원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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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 관련된 토큰 생태계

스마트폰 앱상에서 환자는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의 진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가 일정비용의  MIS

토큰을 구매하고 자신의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해당 치과에서는 진료의무기록을 환자의 전자앱으로 발

부한다. 이 때 발생한 수수료의 일부는 블록체인 망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최초의 기

록을 작성한 치과의료기관에 공여된다. 기존의 종이차트는 장당 2000~3000원의 비용을 통해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하여 블록체인상에 전자의무기록을 남길경우 날짜별로 

일정비용의 MIS토큰을 소모하도록 설계 한다.

진료기록 발부시의 MIS TOKEN 사용

기존의 방식에서는 환자가 x-ray 기록 발부를 원하면 Compact Disc에 저장하여 장당 1,2만원의 비용

을 받고 발급한다.  반복 발급시 많은 비용과 재 방문에 따른 시간이 소모되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환자

가 MIS토큰을 수수료로 사용하면  환자의 앱으로 X-ray 기록을 보내게 하여 치과에서 CD를 굽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키고 재 발급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한다. 

진료기록 재발급에 따른 비용의 감소와 시간의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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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 관련된 토큰 생태계

환자가 원래 진료를 받은 지역 밖에서 진단서와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특수기록이 필요한 경우에 MIS

토큰을 이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토큰 구매, 결제시 병원에서는 환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필요한 E-

Document를 전송한다. 이때 환자로부터 지불된 토큰 중 소량은 망유지를 위해 각 의료기관 노드들에

게 분배되고 , 대부분은 문서를 발급하는 해당 의료기관에 부여된다

진료기록 원격 발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긴 후 타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전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 환자는 자신의 의무기록 중 원하는 부분을 지정한 후 간단하게 클릭으

로 의료기관에 보낼 수 있다. 보내는 자료가 일반적인 진료기록이 아닌 마이데이터라면 이 자료는 또 다

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버에 저장을 하고 토큰을 보상 받는다. 마이데이터는 제 3기관에서 재가

공될 수 있고 이 가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는 건강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진료기록 제출 관련 

환자가 진료를 받은 지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통증 조절을 위해 약물치료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환자는 새로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새롭게 검사를 하고 비용을 내고 처방전을 발급받을 필요 없

이,이미 자신의 진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MIS 토큰을 지불하여 처방전을 요청하고 의료

기관은 처방전을 발급한다. 이와 같이 미스블럭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환자개개인은 물론

이고 국가 전체의 의료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다. 이 부분은 차후 원격처방이 법적으로 허용된 후 구현

될 예정이다.

원격처방에서의 토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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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연관 토큰 생태계

iMIS토큰을 이용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원격상담실에 입장한다. 환자 입장 시, 수수료로 사용되는 

MIS토큰은 Pending상태가 된다. 의료진과의 대화는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되나 실시간 채팅이 아닌 문

자메세지와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실시간 채팅방식은 의료진의 진료여건 및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을 수 있으며, 질의를 남기고 차후 회신을 남기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방식

은 실제 미국의 TelaDoc과같은 메이저 원격진료업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몇가지 질의 응답 

후 환자는 퇴실하게 되고 Pending상태에 있던 MIS토큰의 대부분은 병원의 지갑으로 입금되고, 소액은 

MIS프로젝트의 토큰 생태계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기본적인 원격진료 토큰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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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연관 토큰 생태계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진행되어야 하는 해외환자 상담의 경우, 상담에 요구되는 토큰의 양에 가중치

를 부여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상담 참여를 유도한다. 

해외환자 상담 관련

해외에 거주 중인 환자가 미스블럭의 소프트웨어 앱인 아나파톡 영어, 중문버젼을 통하여 한국의 의료

진에게 원격상담을 진행하고 해당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진행시 치료비를 미스토큰을 이용하여 결제하

도록 한다. 의료관광환자의 경우 치료 액수가 일반적으로 상당히 고액이기에 토큰의 가격을 유지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해외 의료관광 환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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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연관 토큰 생태계

대중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면 일정의 MIS토큰을 보상 받는다. 단순히 글

을 많이 작성함으로써 토큰을 무한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뷰어들이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누를 수록, 

댓글이 더 많이 달릴 수록 더 많은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 구조로 설계한다. 또한 이 보상은 ‘좋아요’를 누

르는 유저의 MIS토큰 보유량에 따라 더 많은 가중치를 받게 된다. 글쓴이의 MIS토큰 보유량도  차후 지

급 받게 되는 토큰양의 가중치 기준으로서 사용된다. 치료 전 후 사진을 동반하여 글을 올리게 되면 더 

많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디자인 한다. 

후기기반 메디컬 SNS 운영

의료계의 인플루언서인 의사의 활동 게시판을 따로 운영한다. 인플루언서로 지정된 의사는 사진 업로

드 뿐 아니라 Google사에서 제공하는 YouTube에 올린 동영상을 링크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게시물은 유저의 MIS토큰 보유량에 따라 가중치를 받으며 ‘좋아요’ , 댓글 수에 따라 일정 가중치를 받

도록 디자인 하고,또한 의사의 MIS토큰 보유량에 따라 지급 받게 되는 토큰의 양이 증가하도록 한다. 이

러한 활동은 토큰 보상 뿐 아니라 병원의 홍보효과도 발휘하게 되므로 의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많은 글을 남기고 대중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는 병의원마케팅 페이지에서의 홍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인플루언서 커뮤니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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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케팅 관련 토큰 생태

미스블럭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는 각 의료기관이 배너를 달 수 있는 코너가 있으며, 각 배너를 누르

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상세페이지에는 각 의료기관의 위치와 의료진 소개 등을 담을 수 있

다. 병원 마케팅 코너의 이용을 위해서는 마케팅 실비에 준하는 토큰을 지불토록 함으로써 토큰의 구매

를 유도하여 토큰의가치를 제고한다. 마케팅 코너의 수익으로 발생하는 토큰의 상당 비중은 커뮤니티

와 각 서비스에 재분배함으로써 토큰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다. 또한 일정량은 

소각하게 함으로서 지속적인 토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다.  



5. 향후 응용될 미스블럭 플랫폼의 가능성

법의학 분야 활용 

빅데이터 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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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에 대한 미스블럭의 활용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니를 포함해 총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다.  타과진료와의 차이를 가지는 치과 

고유의 특징 중 한가지는 치료의 흔적이 남는다는 점이다. 만약 누군가 치과치료(충치, 발치, 신경치료, 

크라운치료, 임플란트치료 등) 3군데를 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같은 치아, 같은 치료를 받은 사람을 만날 

확률은  (1/32)*(1/31)*(1/30) = 약 0.00003 즉, 0.003%에 불과하다. 치료행위의 수가 4곳으로 늘

어나면 그 확률은 0.00001158%로 떨어진다. 실례로 세월호 선주,故유병언 백골시신 사건의 경우, 

DNA검사 결과가 나오기전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법치의학자(치과의사)에 의해 1차적으로 유병언

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치과치료기록을 통한 신원인증은 매우 신뢰도가 높은 방법이다. 미스블럭이 대중화 되면 강력범죄사건

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DNA 검사가 필요치 않아질 수 있다. 만약 국가에서 수배중인 용의

자가 병원에 오게 된다면 바로 검거 될 것이며 신원미상의 사체 발견시, 미스블럭의 치과기록과 대조하

여 손쉽게 사체의 신원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협조가 있다면 법의학과 미스블럭의 접목은 실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회적 효용 또한 클 것이다.

신원인증 수단으로서의 미스블럭플랫폼

구체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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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연계 서비스

데이터가 위변조 방지가 필요한 의료기록의 특성상 블록체인과 의료 플랫폼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록체인 시장은 의료계에 깊숙이 자리잡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수집

된 정보들은 차후 빅데이터로 활용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아상실이 많은 환자나 치주염이 심한 환자

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정 전신질환의 발병률 등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고, 역으로 특정 전

신적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치과 관련 질환 등을 예측해 볼 수도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치과 치료환자군의 정보가 빅데이터화 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맞는 맞춤형 치과진료 서비스를 예상 제

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Roadmap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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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tist, MS 
- Dental School of B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 BLink Management CEO 
- Oasis Exchange CMO 
- Ibct Chrome CMO

CORE TEAM

- Chinese 
- Business School  of Seoul 
-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 Chrome Platform Senior 
Engineer 
- Institute of Blockchain 
- Technology and Service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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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un Joo
CPO

Pf. Hyungjung Kim
Blockchain Architect

TEAM

Youngkyu Choe
Blockchain Architect

Heakwan Jo
Blockchain Developer

- P2P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Vice president 

- Korea Blockchain Association 
member

- Professor of School of 
Cybersecurity, Korea University 

- Dean of Cryptocurrency Center, 
Korea University

-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CEO, Cryptovalley Lab 

- MISBLOC Telemedicine Application 
Developement 

- Retch(china) Hospital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 Daewoo stock Trading System 
Develop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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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 Bafutwabo
Blockchain Developer

TEAM

Sanghyun Jung
Application Developer

- Computer science, NewYork State 
University 

- Institute of Blockchain Technology, 
ECRX developer

Hwangje Han
Blockchain Developer

- MISBLOC Mydata & Chart System 
Developement 

- EosChrome Mainnet Developement 
- Customized Light Blockchain 
Engine ‘it-chain’ Developer

- Application Developer 
- ANAPATALK SNS Application 
Developement

Taegyu Kang
Community Manager

- Community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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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io Lee
Web Director

Jinju Choi
Web & App Designer

TEAM

Byeongcheol Jun
Marketing Manager

Siyoen Im
Marketing Manager

- Web Director

- Marketing Manager- Tunestar TV platform ceo 
- Head of SBS entertainment 
baseball club 

- Honorary ambassador for Korea 
Social Contribution

- Web & App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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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h Health, Inje university 
- Former Dean, Graduate school 
of Publich Health, Inje 
university 
- Former Dean, Reseach 
Departm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Law Adviser of Korea 
Blockchain Association 
- Former CEO of Tek & Law 
- Vice president Korea 
Blockchain Start Association

ADVISOR

- Chief of Seoul Children’s 
Hospital President of Korea 
Children’s Hospital Association

- President of Korea P2p 
Finance Association 
- Former CEO of Bitbank 
- Former strategic manager of 
IBK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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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ongcheol Jun
Ara Medical Group CEO

Taejin Park
Dr.Jin’s Dental Clinic Dentist

TEAM

Junho Kang
Samsung Dental Clinic Dentist

Hyunmin Lee
Miso plus Dental Clinic Dentist

- FungMei Plastic Surgery Hospital, 
China, CEO 

- Ara Edu Comapany Founder

- Miso plus Dental Clinic Dentist- Samsung Dental Clinic Dentist

- Dr.Jin’s Dental Clinic Den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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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8. Token Matrix



Token Matrix

48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r adipiscing elit, sed do eiusmod tempor 

incididunt ut labore et dolore magna aliqua. Quis ipsum suspendisse ultrices 

gravida. Risus commodo viverra maecenas accumsan lacus vel facil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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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백서는 미스블럭팀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

다. 본 백서에 기재된 내용은 제작 당시의 기획안을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들의 적용가능성과 아직 규제가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블록체인 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 백서는 기획 안들의 실현 여부 및 시기를 보증하지 

않습니다.이 백서는 투자 권유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미스블럭팀은 본 백서에 기재된 내용의 정

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과 투자결과에 다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백

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미스블럭팀의 사전 동의 없이,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해 복제, 수정, 유포 , 출판 

기타 모든 수단을 통해 제공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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