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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1.1. 개정판을 발간하며
Web 3.0: The Decentralized Web Blockchain
networks and Protocol Innovation, 2018,
Faten Adel Alabdulwahhab

Personal Health Record/Electronic Medical Record

본 백서가 2000년대 처음 발간되던 시절과 달리 현재의 블록체인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 분야가
불명확해 보이던 블록체인 시장에 2000년 후반의 DEFI(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금융)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한Token)과 Metaverse 관련 주식 및 디지털 자산의 인기가 높아졌고 2021년

Data Trading Model for Medical My Data
Environments, 2020 Oh Hyun Taek(KAIST)

후반기에는 게임을 즐기면서 돈을 버는 P2E(Play to Earn) 프로젝트의 유행이 시작되면서 대중은 디지털 자산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Web 3.0의 시장이 지향하는 디지털 자산의 권한을 중앙화 집단이 아닌 각각의 개인에게 돌려주는
시장의 흐름과 일치하게 됩니다.

기존의 Web 2.0은 사람을 연결하였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발명되고 응용 프로그램들에 개발들이 집중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Web 3.0은 탈중앙화 웹이라는 것을 표방합니다. 기존의 Web 2.0이 지향한, 중앙기관에 의해 데이타 정보가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과 달리 Web 3.0은 데이터 작성자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돌려 줍니다. 기존의 Web 2.0 플랫폼은 대중이 만든 컨텐츠를 게시하면서 광고 수익을 올려왔으나 Web 3.0은 대중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이로 수익을 창출하며 플랫폼 업체는 단지 게시물을 게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업체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정보 주체를 고려하는 개인정보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는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 분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인정보가 생겨나고 다뤄지는 의료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스블록은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중앙화된 의료기관이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통하여 보상을 받는 모델을
제공함으로서 정보소유의 주체를 중앙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MISBLOC(Medical Information Service with Blockchain)은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서비스 생태계를 제공하고
통신-의료-금융을 잇는 개인 라이프로그의 빅데이터 시대인 마이데이터 시대에 의료정보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미스블록의 비전은 Web 3.0시대를 향한 큰 파도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여
이 시대에 맞는 의료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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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arket Overview
의료서비스 산업은 본인 정보 활용 지원(MyData) 산업 출현, 원격의료 시장의 글로벌화, 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인바운드처럼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현 의료서비스 산업에는 분절화 및 파편화된 의료정보
시스템, 원격의료 시장 시스템의 부재,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정보 콘텐츠 부재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스블록 팀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설계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위와 같은 의료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의료서비스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미션을 제시합니다. 1) 병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2) 환자가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획득하고 이를 편리하게 활용하며 수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위·변조 우려 없는 의료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수익
수단을 제공합니다.

미스블록 팀은 위 미션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시중에 내놓는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서비스 플랫폼인 ‘
아나파톡’을 제안합니다. 아나파톡은 ① 환자, ② 병원, ③ 3rd Party, ④ 정부/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 의료서비스
산업에 세련된 UI를 겸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Decentralization : 의료 데이터의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의 개인 의료 데이터가 투명하게 유통
Interoperability : 의료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Reliability :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콘텐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들의 콘텐츠를 커뮤니티에서 공유

생태계 참여자들은 아나파톡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병원을 찾고 예약할 수 있으며, 보안에 특화된 블록체인 기술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관습에 따라 독점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의료정보를 환자 본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여 후기를 쓰면 MSB Token을 얻는 보상 시스템으로 환자
본인들의 진료 후기를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의료기관은 따로 마케팅하지 않아도 진료 후기로 인해 수익이 창출되어 환자와
의료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습니다.

미스블록은 정부와의 소통뿐 아니라 의료협회,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부의 기조와 의료계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조를 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미스블록은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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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의료 데이터의 중앙화 시스템
현재 의료 데이터는 의료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앙화된 의료기관의 보안이 뚫리면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되며, 해당 의료기관이 사라진다면 개인 의료데이터도 모두 사라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앙화된 의료기관에 의해 데이터가 독식 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의료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터 손실 우려가 있고 해킹에 취약합니다. 이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낮추며,
민감 데이터 유출에 대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안 문제뿐 아니라 개인의료정보의 소유권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기록은 의료인에 의해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료기록은 환자에 관한 정보로서 법적으로 의료인은 의료기록의 작성에 기여했을 뿐 의료데이터는 의료인이 아닌
환자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대의 중앙화된 의료데이터 시스템은 환자 개인의
의료기록을 스스로 소유할 수 없게 합니다. 현시대는 데이터의 종류를 막론하고 데이터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돌려주거나 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개인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받아 광고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여 수익을 내는 그런 세상이 급격하게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과 달리 현재
의료계에는 개인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서비스 모델이 부재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의료데이터 시스템
현시대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의료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의료데이터는 악의적 의도를 가진 임의의 컴퓨터
전문가에 의해 쉽게 수정될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기업 및 기관들은 의료데이터의 보안 수준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데이터 증가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분절화 및 파편화된 의료데이터 시스템
현재 한국 및 전 세계의 의료데이터 시스템은 분절화되고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의 진료기록
프로그램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기록의 내용은 표준화되어 있지만, 이를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용 방식, 데이터베이스, 휴먼 인터페이스는 개발 회사별로 가지각색이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적용된 진료기록 시스템이 상이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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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시스템의 분절화 및 파편화, 쉽게 말해 조각나 흩어진 상태는 진료기록의 호환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 자신의
진료기록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을 옮겨야 할 때 매번 종이 차트를 발급받아 그 차트를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종이 차트는 스캔 또는 수작업을 통해 다시 새로운 병원의 전자진료기록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전자진료기록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진단 및 진료 정보의 포괄적 호환이 불가능하여 정작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의 연계와 이를 통한
진료의 지속성 유지는 종이 진료기록 방식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절화 및 파편화된 의료 시스템은
기관의 반복적인 시스템 설계로 인한 지출 상승, 개인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의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Figure 1. 병원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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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BLOC Insight

3.1. Why Blockchain?
블록체인은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하여 블록(Block)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생성된 순서대로 정보 저장 단위인 블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정보의 위·
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내 정보를 조작하려면 참가자 과반수의 정보를 해킹하여 그 이후의 모든 블록을 위·
변조해야 하므로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가치는 중개 기관 없는 P2P 신뢰 네트워크
구축이며, 이는 현재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A. Interoperability : 의료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미스블록 팀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투명한 의료정보 데이터의 병원 간 상호운용성을 통해 환자와 병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글로벌 의료서비스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파편화, 분절화된 의료 정보 시스템으로 인해 정부, 의료기관, 환자 등
의료정보를 다루는 주체들은 제각기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는 것은 물론 사용 기기 간 연동성도 제공받지 못해 커다란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서로의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비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스블록 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병원, 의사, 환자 등 참여자의 ID 값과 전자진료기록을 해시값에
저장하고, 해시값의 비교를 통해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변조가 확인된 의료 데이터는 환자 개인 기기에서
병원 진료를 위해 사용되며, 병원 간 편리한 이동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B. Decentralization : 의료 데이터의 탈중앙화
철저하게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료 데이터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성형외과를 예를
들어보면, 성형외과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시술되는 보톡스, 필러 치료의 경우 모든 정보의 권한이 의료기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이 시술받게 되는 보톡스와 필러의 상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제조날짜 등
제품 개발 회사가 인증하는 그 어떠한 정보에도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지하여 시술받게
됩니다. 미스블록 팀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 일자, 유통기한 등 다양한 의료 제품 정보와 유통과정을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투명하게 관리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마이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병원의 서버와
환자의 고유기기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미스블록 팀은 의료기관, 환자, 3rd
Party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정보 블록체인 생태계를 완성합니다.

Figure 2. 투명한 의료정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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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liability :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콘텐츠
미스블록 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의 의료 SNS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기여도 보상
시스템은 의료 콘텐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콘텐츠는 SNS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생태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의료 커뮤니티 생태계에 기여하는 참여자는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받으며, 믿을 수
있는 의료정보가 필요한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커뮤니티에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관한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됩니다.

Figure 3. 의료 콘텐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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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eam Mission
미스블록 팀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위와 같은 의료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함으로써 모든
참여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의료서비스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미스블록 팀은 ① 환자, ② 병원, ③ 3rd Party, ④
정부/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 의료서비스 산업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출시하여 그를 중심으로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생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병원이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2

환자가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수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위·변조 우려 없는 의료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광고 수단을 제공합니다.

미스블록 팀은 위 3가지를 팀 미션으로 정의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서비스 플랫폼인 ‘
아나파톡’을 제안합니다. 아나파톡 플랫폼을 통해 각 참여 주체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참여자

As-Is

타 병원 자료 혹은 제함 3기관 제출 등 필요
시마다 병원을 방문, 높은 비용을 들어

환자

실물 차트등 의료 기록을 발급
해킹 등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 상존

To-Be
스마트폰에서 EMR 원본을 편리하게 다운로드,
보관, 제출 등 자유롭게 사용
기존 실물자료 발급 대비 저렴한 수수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정성 획득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정보 습득 및
보상혜택 향유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로 비용 절감
EMR 비표준화로 인해 병원간 낮은 호환성

병원

의료 데이터 보관 비용 및 안정성에 대한
부담

3rd Party

정부/공공

생태계 활성화로 추가 수익모델 및 고객증가
효율적인 마케팅 채널 추가 확보
해외 인바운드 고객의 효율적인 유치

수령하는 의료기록에 대한 위변조 가능성

위변조 우려 없는 의료기록 확보
고객 편의 향상

인증제 등 표준 사업 추진에 높은 비용 및

코인 이코노미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간 소요

민간참여 활발

낮은 참여도로 인해 실효성

저비용 고효율로 의료계 문제점 개선

Figure 4. 참여 주체에 따른 As-Is &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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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MISBLOC Platform

미스블록이 추구하는 많은 기능은 미스블록의 애플리케이션인 아나파톡에서 구현됩니다. 현재 2020년에 제작된 아나파톡
1.0을 폐기하고 2021년 3분기에 아나파톡2.0을 출시하였습니다. 단순한 후기보상 SNS가 아닌 의료데이터를 등록하고 보상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아나파톡 2.0의 이후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미스블블록은 아나파톡
2.1을 출시하고자 합니다. 아나파톡 2.1 출시를 기점으로 하여 미스블록은 의료데이터 전문회사로서 거듭나게 되며, 로드맵의
개발 계획에 따라 후술된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M

M

M

Figure 5. 블록체인 기반 의료서비스 플랫폼, 아나파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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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아나파톡 Structure
A. 메뉴화면
메뉴화면은 아나파톡의 필수 기능을 나열합니다. 기본 기능인 치과 찾기 메뉴에서 여러 방식으로 각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각종 개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지갑 메뉴를 클릭 시 아나파톡의 MSB Wallet Page로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치과 후기’ 게시판에서 진료기록을 등록하고 포인트를 보상받아 MSB Token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이벤트
게시판에서 각 제휴 기관의 이벤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과 정보’ 메뉴에서 여러 의료 상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Figure 6. 블록체인 기반 의료서비스 플랫폼, 아나파톡의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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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병원 예약 기능
병원 예약은 온라인 문진표의 작성을 위한 시작 단계로써 병원 선정 후 ‘예약하기’ ‘날짜’ ‘시간’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날짜 및
시간별로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 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에게 연락이 가게 되고 최종 정보 확인 후 예약이 확정됩니다.

Figure 7. 아나파톡의 병원 예약하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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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시된 포인트는 차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C. 온라인 문진표의 작성과 의료데이터의 생성
병원 예약 절차가 마무리되면 온라인 문진표 작성 페이지가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온라인 문진표 작성 시 연 1회에 한하여 1만
포인트가(변동 가능) 지급됩니다. 포인트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며 해당 절차로 얻어진 포인트는 아나파톡 지갑 내에서
포인트를 클레이튼 기반의 MSB Token으로 변환하여 MSB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진표에서는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 등 개인이 가진 대부분의 전신질환 정보와 복용 중인 약의 정보와 알레르기 정보, 흡연 여부, 임신 여부
등을 체크하고 주 증상을 서술형으로 기입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가입 여부를 체크합니다. 최종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에 ‘동의합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문진표 작성이 완료되고 10,000P(변동 가능) 가 각 계정의 포인트 지갑에
적립됩니다.

Figure 8. 의료데이터 생성을 위한 온라인 문진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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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NS 후기보상시스템
병원 예약, 온라인문진표 작성을 완료한 유저는 후기를 작성하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후기는 온체인화를 하지
않았지만 이 후기 또한 개인이 작성한 의료데이터로 간주할 수 있으며 2022년 말 또는 2023년에 온체인화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후 개발 후에 등록되는 후기 의료데이터들은 온체인화 동의 후에 추가 포인트를 지급받고 온체인화 되며
의료데이터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

Figure 9. 의료 진료 후기 작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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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WALLET
아나파톡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는 Wallet은 탈중앙화 지갑을 지향합니다. 지갑 내에서 포인트를 MSB Token으로 변환할 수
있는 포인트-Token 스왑 기능을 지원합니다. 1포인트는 1 MSB Token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포인트를 해킹하여
무한정으로 코인으로 변환하는 부정행위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 금액(초기 설정 5만 포인트) 이상 발송 시에는
관리자 승인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안정성이 검증된 후에는 포인트를 MSB Token으로 자동으로 스왑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지갑의 기능 자체는 탈중앙화 지갑이나 Wallet 에 Token이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약간의 중앙화 역할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포인트->Token 스왑의 단계는 블록체인으로 방어를 할 수 없는 일반 보안 영역에 있기에 대중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각종 의료데이터가 등록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더리움 기반의 MSB 블록체인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많은 트랜잭션으로 인해
발생하는 Gas Fee를 감당할 수 없고 속도도 매우 느립니다. 미스블록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담당 자회사인 크러스트(구
그라운드엑스)가 개발한 클레이튼 메인넷 기술을 적용하여 트랜잭션 발생 시에 발생하는 Gas Fee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일 때보다 비약적으로 상승한 트랜잭션 속도로 인해 많은 의료데이터를 온체인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레이튼 메인넷 지원은 본 백서가 발간 되고 2개월 후인 2022년 2분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나파톡의 wallet은 탈중앙화 지갑으로서 개인 또는 기관에 의해 거래소 또는 타 지갑으로 출금 진행이 승인되면 그 후의
과정은 멈출 수 없습니다. 잘못된 주소로의 오 입금 시 탈중앙화 지갑의 특성상 다시 회수할 수 없으므로 출금이나 입금 전
정확한 주소를 입금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MSB Token은 Klay 기반의 Token이기에 MSB Token 출금 시 Gas Fee로 사용하는 Klay 코인을 소량 필요로 합니다. 아나파톡
Wallet 내에서 포인트를 MSB Token으로 변화하여 지갑 밖으로 출금 시에는 반드시 클레이의 보유 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나파톡 Wallet은 Klay 코인의 지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Klay 코인 보유량 부족 시 각 유저가 기타
거래소에서 Klay 코인을 구입하여 아나파톡 Wallet으로 전송시켜야 합니다.

지갑 주요기능
KLAY 코인 및 MSB 토큰 보관
각 가상자산 보내기와 받기
P2P 거래하기
지갑 히스토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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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아나파톡 어플리케이션 내의 MSB WALLET은 클레이튼 기반의 MSB Token만을 지원합니다. 만약 기존의 ERC-20 MSB
token을 입금할 때 영구적으로 토큰이 분실될 수 있으므로 어플리케이션 내의 지갑으로 MSB Token 입금시 해당 토큰이 어느
기반의 토큰인지 확인 후 입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Figure 10. 아나파톡내 MSB WALLET의 메인화면과 기본기능

Figure 11. MSB WALLET의 각 페이지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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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료 데이터의 생산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 작성된
전자진료기록이 이 의료데이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의 의료기록은 일반적으로 공유되거나 재가공 될 수 없는
상태의 의료기록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이 의료데이터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으면 그때부터 그 의료데이터는 환자의 의지에
따라 재가공 및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이 의료데이터를 환자의 고유한 스마트폰에 저장한다면 이때 이 기록들은
PHR(Personal Health Record)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바로 마이데이터라 불리는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가
됩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마이데이터인 PHR은 어떻게 쓰이던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PHR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행위로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1 아나파톡 Structure’에서 기술한 경로를 통해 의료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환자 개인 진료 후기를 등록하고, 자신의
전신질환을 담은 온라인 문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후 2022년 말, 2023년 초에 업데이트되는 의료기록(X-RAY, CT,
EMR) 등의 등록 기능을 통해서 블록체인으로 온체인 화 된 의료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성된 의료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병원의 서버와 환자의
고유기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에 의해 작성된 전자진료기록의 경우 최초기록자(주로 의료인)에 의해 작성된
진료기록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것이 아닌 현재 사용되는 Conventional 정보전달 체계를 최대한 반영하여 환자의
전자진료기록 기록 다운로드 요청이 있을 시에 전자진료기록을 환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도록 합니다. 단 전자진료기록
기록이 아닌 의료기기 및 의료제품, 의약품 등 유통과 관련이 있는 정보의 경우는 환자의 동의를 받고 자동으로 모바일 기기로
전송하여 어떤 제품을 사용하여 치료받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Figure 12. 고유기기를 활용한 플랫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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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환자진료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의료기관이 전자진료기록을 환자의 모바일 기기앱으로 발급할 때
실 의료수가에 준하는 Token으로 보상하고, 이 기록의 조회수가 올라갈 때마다 보상이 더해짐으로써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Figure 13. 환자정보 제공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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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의료 데이터 활용
환자는 아나파톡을 이용하여 자신의 진료기록을 이메일 또는 자체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 등을 이용해 제3의 기관인 의료기관
및 보험사 등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격상담 시스템 구축 시에 원격진료, 상담, 처방을
가능하게 하며, 글로벌 의료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필수 기능입니다.

A. 의료데이터 제출
기존의 종이 진료기록은 제출과 동시에 환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나, 앱에 저장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는 1회 제출과 동시에
사라지는 특성이 없어 영구적 및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환자가 x-ray 기록 발부를 원할 경우
Compact Disc에 저장하여 장당 2만 원의 비용을 받고 발급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록 활용 시에 추가 비용 발생 및 재방문
등의 자원 소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나파톡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는 MSB Token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앱으로
X-ray 기록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의료기관에서 CD를 굽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중 원하는 부분을 지정 및 클릭함으로써 손쉽게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환자 개개인이 의료기관뿐 아니라 제3의 기업에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스블록은 이러한 기능의 토대가 되는
온라인문진표 저장 시스템을 2022년 1분기에 개발하였고 2023년 1분기에 온체인화 예정이며 이후 상기 기술된 기타
기능들이 개발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Figure 14.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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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CertiLife Platform

미스블록은 2023년 상반기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의료인증서 플랫폼 서티라이프(CertiLife)를 출시합니다. 서티라이프와
연계된 의료재 제조사 제품을 사용하는 병 의원 이용한 환자는 진료에 사용된 의료기기 또는 의료재의 정품인증서, 진료 기록
인증서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플랫폼은 치과뿐만 아니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모든 과를 포괄합니다.

5.1. 블록체인 기반 의료 인증서의 필요성
현재 대한민국 젊은 여성의 상당수는 보톡스 및 필러 시술을 받고 있으며, 50대 이상 인구의 20% 이상은 점진적인 구강건강
악화로 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보톡스 치료’, ‘임플란트 치료’
자체만을 단순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매체의 발달로 ‘
메디컬 IQ’라 불리는 대중의 의료지식이 높아졌고, 환자들은 치료에 사용되는 보톡스, 임플란트, 가슴 확대술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의료기관에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의료 분야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한국 치과계 대기업들은 이미 정품인증서를 제작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임의의 환자를
치료한 후 제조사가 발급하는 정품인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치료 신뢰성을 높여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인증서는 종이로
제작되어 환자들이 장기간 보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진료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 A/S를 받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스블록은 의료인증서 플랫폼 ‘서티라이프’를 출시하고, 의료재 제조사와 협력해 보톡스와 필러, 가슴 보형물,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가 제작됨과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 정품 의료인증서를 발행해 각 국가의 대표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시장 점유율 95%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통해 신뢰성 있는 의료
정품인증서를 간편하게 수령하게 하고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합니다.

Figure 15. 클립에 보관되는 임플란트 NFT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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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서티라이프 NFT 인증서의 구성
A. 정품인증서 NFT 발급 및 유통 관리 프로세스
임플란트, 보톡스, 필러, 가슴 보형물 등 의료재 NFT 인증서는 제조사와 협력해 제조단계에서부터 모든 히스토리를
시스템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먼저 임플란트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제조 시 각
제품에 고유의 제품정보와 일련번호 등을 부여 받습니다. 이 정보들은 종합되어 바코드화됩니다. 그 후 해당 정보를 담은 NFT
가 클레이튼 메인넷 상에서 민팅(minting)됩니다. 실제로 제조된 임플란트 제품은 의료기관에 공급됩니다.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해당 NFT를 환자의 카카오톡 내 클립 월렛으로 전송합니다. 환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에게 식립된
임플란의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생산

제품 병원 공급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 /
환자에게 NFT 인증서 전송

환자는 클레이튼 클립지갑에
정품 인증 NFT 보관 관리

제품정보와
일련번호 부여

정품 바코드화 후
제품 부착

제품과 매칭되는
NFT 발행

임플란트 A/S시
써티라이프 플랫폼을 통해
NFT 임플란트 정보를 확인

Figure 16. 정품인증서 NFT발급 및 유통 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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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PaaS기반 인증서 시스템 구성
서티라이프는 카카오의 NPasS기반 인증서 시스템을 이용해 제작됩니다. 카카오 i Cloud 상의 서티라이프 서버는 NFT 정보를
조회하고 전송할 수 있으며, 환자 정보를 관리합니다. 이 정보들은 NFT를 제조사로부터 환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병원과 연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환자의 정보, 병원의 정보, 진료기록 등을 입력합니다. 해당 정보들은 API를 이용하여
서티라이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임플란트 및 보톡스, 필러 등을 제조하는 서티라이프 고객사 사내
시스템과 연결됩니다. 아래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임플란트 인증서 서비스 프로세스를 모식도화 한 것입니다.

서티라이프 On Cloud

환자 카톡 클립

서티라이프 환자 서버

제품 연계 API

- NFT 전송

- 제품 등록

- NFT 정보 조회

- 제품 정보 수정

- 환자 정보 관리

- 제품 정보 삭제 요청

- 인증 앱 요청 처리

병원 연계
서티라이프
제품 DB

- 병원, 의료 번호 인증
- 차트 정보 입력
- NFT 전송 요청

제조사

품목

제품명

출고

NFT발행

제조사 A

임플란트

A

한국A

대기

제조사 B

보톡스

B

일본B

대기

제조사 C

필러

C

한국C

클립

주소

23BS32...

제품정보 연계
서티라이프 고객사 Infra
출고

고객사 사내 시스템
제품 DB
제품 연계 Batch

전송된
DB

324

한국

325

대기

원본
DB

325

한국

326

대기

변경 정보비교
출고

Figure 17. NPaaS(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NFT 플랫폼) 기반 인증서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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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서티라이프 Structure
A. 메뉴화면
메뉴화면은 서티라이프의 필수 기능을 나열합니다. EXPLORE 메뉴에서는 서티라이프를 통해 발행된 여러 의료재 인증서
NFT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STATS에서는 제조사와 의료기관이 발행한 NFT가 전달되는 process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PROFILE 페이지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며 글로벌 버전의 경우 ‘WALLET’ 메뉴를 통하여 각 인증서를 각자의
지갑에 연결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페이지로 출시 후 메뉴 구성 및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CertiLife

Explore

Stats

Create

Profile

Wallet

Login

여러분의 의료 인증서를 쉽고 편리하고 강력하게 보관하세요

Explore

Create

Learn more about MedCerti

Figure 18. 서티라이프 메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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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임플란트 NFT 인증서 지갑
현재 개발하고 있는 서티라이프 앱 내 임플란트 NFT인증서의 지갑 구성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발행된 의료 NFT 인증서는
클레이튼 메인넷 기반으로 발급되며, 카카오사의 암호화폐 지갑 클립에 저장이 됩니다. 클립과 서티라이프 두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시에 해당 NFT 접속이 가능하며, 클립은 인증서 지갑의 역할, 서티라이프 앱은 뷰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서티라이프 앱의 기본 구성도이며 임플란트 회사, 제품 이름, 제품 일련번호인 LOT NUMBER, 제품
생산 일자, 모델명, 제품의 제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메뉴는 현재 개발 중인 상태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톡스, 필러의 경우에도 구성은 동일 합니다.

클립의 향후 로드맵에 이더리움 및 폴리곤의 지원계획이 있어 추후 개발될 글로벌 버전의 경우 최근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는 폴리곤 기반 위에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이후 각 국가 및 대륙에서 많이 쓰는 여러 월렛 서비스와 협업하여 의료 인증서의 글로벌 접근성을 높이려 합니다.

CertiLife

CertiLife

임플란트 NFT 인증서

임플란트 회사

제품이름

D사

임플란트

제품일련번호

0000-0000-0000

제품생산일자

XX.XX.XX

제품재원

--

출고일자

00.00.00

유통병원

ㅁㅁ병원

Figure 19. NFT 의료 인증서 지갑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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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Architecture

6.1. Klaytn Blockchain Architecture
A. Hybrid BlockChain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섞은 구조로써 내부는 메인 체인과 사이드 체인으로 구분합니다. 메인 체인이 퍼블릭
블록체인 역할을 하며, 사이드 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과 다르게 사이드 체인을 추가할
수 있고 정보를 저장하는 법과 처리하는 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공개해도 무관한 정보는 메인 체인에 저장하고,
비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프라이빗 체인인 사이드 체인에 저장합니다.

만약, 하나의 트랜잭션 처리 중 서로 다른 사이드 체인을 필요로 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트랜잭션의 처리를 메인
체인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하나의 트랜잭션이 다른 사이드 체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는 해당 사이드 체인에서만
처리됩니다.

이런 형태의 두 체인을 연동하는 기능이 EN(End Point Node)입니다.

Side Chain 1

Side Chain 2

Side Chain 3

Side Chain 4

Main Chain

Side Chain N

Figure 20. Klaytn Blockchain Architecture의 대략적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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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etwork
클레이튼은 아래의 다양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re Cell Network(CCN) :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검증하는 Node의 집합체
Consensus Node Network(CNN) : 합의를 이루는 Node의 집합체
Proxy Node Network(PNN) : ENN이 직접 연결되는 Node의 집합체
Endpoint Node Network(ENN) : 블록체인 트랜잭션 제작 및 RPC API 요청을 핸들링하는 Node의 집합체
Service Chain Network(SCN) : 블록체인 앱에 운영되는 Node의 집합체이며 클레이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

CNN과 ENN으로 이뤄진 하나의 메인 네트워크는 클레이튼 블록체인 전체의 운영을 담당합니다. 사이드체인인 서비스 체인과
메인 네트워크는 클레이튼에서 지원되는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됩니다. 클레이튼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SCN 사이드
체인이 독립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각 서비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최적화된 블록체인을
만드는 동시에 서로 다른 서비스와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하기 민감한 정보는 SCN 사이드
체인을 이용하여 메인 블록체인에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체인은 독립된 서비스 공간을 구축하고 있지만, 필요한 상황에 따라 메인넷의 신뢰를 고정하는 구조로써 역할합니다.
즉, 2개의 레이어가 서로 백업하며 부분적으로 소통이 가능해 메인 네트워크의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SCN (Side Chain Network)

Main Chain Network
PN

nec

Con

t

EN

SCN

CN

CCN

(Core Cell Network)

Connect

PNN

(Proxy Node Network)

ENN

(Endpoint Node Network)

Con

nect

SCN

PN
CN

CCN
(Core Cell Network)

Figure 21. Klaytn Blockchain의 종류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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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Klaytn SDK Common Architecture
A. KCT (Klaytn Common Token) 레이어
Klaytn Common Token 계약과 상호 작용할 수 있고, Contract에서 클래스를 확장하여 구현됩니다.
현재 ERC-20의 호환 계약인 KIP-7과 ERC-721의 호환 계약인 KIP-17을 사용합니다.
B. Contract 레이어
Klaytn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상호 작용이 가능합니다.
이 레이어는 ABI를 기반으로 매개변수를 인코딩/디코딩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C. Transaction 레이어
Klaytn 트랜잭션 유형, 디코더, 해셔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트랜잭션의 복호화와 해시 계산을 담당합니다.
D. Wallet 레이어
키링 클래스에는 Single Keyring, Multiple Keyring, Role Based Keyring.
키링 컨테이너에는 키링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메모리 내 지갑’ 기능이 있습니다.
E. Account 레이어
Klaytn의 계정 Account Key를 업데이트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클래스가 포함돼 있습니다.
F. RPC 레이어
Klay Name Space의 RPC 호출을 담당하는 Net 클래스와 Net Name Space의 RPC 호출담당 클래스가 포함 됩니다.
G. Utils 레이어
유틸리티 기능을 제공하는 각종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KIP7

KCT

Contract

KIP17

ABI

Contract

Transaction Types

Transaction

Wallet

Transaction Decoder
Transaction Hasher

Account

ABI

Keyring Container
Keyring

Utils
Utils

Account

Net

RPC
Klay

Figure 22. 클레이튼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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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역할에 따른 분류
A. 의료기기 생산자 역할
임플란트 제조사, 보톡스 제조사와 같은 의료기기 제조사는 제품 생산과 동시에 Lot Number, UDI Code, 제품 상세 정보를
이용하여 QR Code 또는 바코드를 생성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사와 디지털인증서 공급자는 작업, 생산, 출하, 배송 등의 상태
정보를 공유합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인증서의 발급 요청과 주치의 교차 검증의 최종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합니다.

B. 디지털 인증서 공급자 역할
디지털 인증서 공급자는 NFT에 담을 의료기기 생산 관련 일부 정보를 건네받습니다. 의료기기 생산자의 디지털 인증서 발급
요청, 주치의 디지털 인증서 발급 요청을 취합, 컨펌 후 디지털 인증서를 환자에게 제공합니다.

C. 의료기관의 역할
의료기관은 치료 후 환자의 의료정보를 기록 등록하고 업데이트합니다. 임플란트와 보톡스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치료한 후 제조사에 의해 제조 단계에서 생산된 QR Code 또는 바코드를 확인하고 디지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합니다.

환자
의료 시술 후 NFT 발급 요청
- 의료기기 생산자, 의료기관 승인
- KLIP 지갑에 전송 받음
NFT 판매 전송으로 소유자 변경

의료기기 생산자
의료기기 생산
- Lot Number 발급
- UDI Code 발급
- 제품 상세 정보 QR Code 발급
- 사내 DB 등록
NFT 발급 요청
제품 출하 / 배송 물류 데이터
출하 제품 의료기관 전달

NFT 관리자

의료기관

Smart Contract Owner

환자 주치의

의료기기 NFT 발급요청 + 주치의 NFT 발급요청
= 진위 여부 확인
- 하나의 NFT(KIP-17) Smart Contract 배포
- 하나의 NFT 디지털 인증서 토큰을 환자 지갑으로 발행
- MetaData : 품명, LOT, UDI, QR Code

환자 진료 기록 등록
의료기기 QR Code 확인, 내용 검토
- NFT 발급 요청

제품 관리 정보 DB 등록
NFT 관리 정보 DB 등록

Figure 23. 미스블록이 제공하는 NFT 플랫폼의 서비스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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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App Architecture
A. 시스템 개요
미스블록은 3개의 레이어인 Core, Service, DAPP으로 구성됩니다.

Core 레이어는 전체 시스템의 기반을 이루는 논리 부분으로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생산자의 정보를 교차 검증합니다. 취합한
모든 의료서비스의 결과는 의료기기 제조사, 디지털 인증서 생산자, 이용자인 환자의 동의 하에 클레이튼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에 결과물로 기록됩니다. 환자는 디지털 인증서 생산자에 의해 생성된 NFT 인증서 소유에 대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증 받습니다.

Service 레이어에는 외부 DB 정보 요청과 Smart Contract의 제어, Klip의 개인 신분 증명을 받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예시와 같이 Core 레이어의 결과에 의해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생산자 중 디지털 인증서의 발급 승인 누락 시 조건 불충족으로 디지털 인증서 전송 취소

DApp 레이어에는 내부 논리 로직에 대한 정보와 외부에서 요청한 정보에 대한 화면 출력 정보가 기본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문의 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Certificate

DApp
내부 논리 조직 & 외부 요청 정보
망라한 화면 출력정보 게시

Service
외부 DB 정보 요청
Smart Contract 제어
Klip 신분 증명 기능

MISBLOC
Core

Core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생산자의 정보 교차 검증
클레이튼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에 결과물로 기록
NFT 인증서 소유 결과 최종 검증

Figure 24. 미스블록 아키텍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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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mart Contract 필수 기능
현 프로젝트에 활용될 기본적인 블록체인 기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의료 정보의 블록체인 등록을 위해
클레이튼의 KIP-17 스마트컨트랙트 제작이 필요합니다. 둘째, 해당 컨트랙트에서 환자 치료에 사용된 의료기기의 정보를 넣어
NFT 토큰 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의료정보의 매매 또는 소유권 이전을 위해 NFT 토큰 전송 기능이 필요합니다.

C. App 개발 환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제작하기 위해 Front End에서는 React와 Vue 프레임워크로 작업합니다. 실제 정보가
재가공되는 Back End(정보 처리단)는 Node.js의 기반에서 의료기기 생산자 제품의 정보를 API로 요청해 사용자의 의료기기
정보를 기록합니다. 다만, 의료기기의 정보 변경이나 반납, 환불 등 특수 경우에 한해 Front End에서 의료기기 생산자의
정보와 실제 정보가 매치되지 않을 수 있어 서티라이프 어플리케이션은 의료기기 생산자에게 정보 변경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 Back End에서 API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i cloud 서비스는 모든 DB 내용을 저장해
실시간으로 의료기기 생산자와 의료기관 의료종사자가 기입하는 정보를 파악하며 NPaaS(NFT 플랫폼)에서 발급할 NFT
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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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Model

7.1. 기본적인 커뮤니티 토큰 모델
M
AD

커뮤니티에 배너 광고 등 마케팅 (토큰으로 비용지불)

진료 치료 후기
게시글 작성

진료 · 치료 후기
게시글 작성

M
추천수만큼 토큰으로 보상

Community

M
추천수만큼 토큰으로 보상

양질의 컨텐츠 추천

M

Figure 25. 커뮤니티 Token 생태계

후기기반 메디컬 SNS 운영
대중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면 일정의 포인트를 보상 받고 이 포인트를 MSB 토큰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글을 많이 작성함으로써 포인트를 무한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뷰어들이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누를수록,
댓글이 더 많이 달릴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하고 Token을 보상으로 받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또한 이 보상은 ‘좋아요’를
누르는 유저의 MSB 보유량에 따라 더 많은 가중치를 받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쓴이의 MSB 보유량도 차후 지급받게 되는
Token 양의 가중치 기준으로서 사용됩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동반하여 글을 올리게 되면 더 많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디자인합니다.

커뮤니티 광고
미스블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각 의료기관이 배너를 달 수 있는 코너가 있으며, 각 배너를 누르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는 각 의료기관의 위치와 의료진 소개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병원 마케팅 코너의 이용을 위해서는
마케팅 실비에 따르는 Token을 내도록 함으로써 Token의 구매를 유도하여 Token의 가치를 제고합니다. 마케팅 코너의
수익으로 발생하는 Token의 상당 비중은 커뮤니티와 각 서비스에 재분배함으로써 Token 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합니다.

온라인 문진표
개인은 진료기록의 발부뿐 아니라 스스로 아나파톡 플랫폼에 등록한 의료데이터를 재판매하거나 자신의 의료기록이 공유될
때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나파톡에서는 온라인 문진표 작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문진표에는 환자
개인이 가진 대부분의 전신질환을 기재해야 하기에 훌륭한 의료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문진표를 작성하고 받은
포인트를 MSB 토큰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를 온체인화 함에 따른 토큰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차후에 개발될 시스템에서 타인에게 공유되거나 재판매 될 수 있습니다. 이때마다 개인은 판매 수익으로 토큰을
보상받거나 반복된 재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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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MSB(MISBLOC Token)의 역할
ERC 20, KCT(2022년 4월 메인넷 지원)
아나파톡 플랫폼 내의 결제 및 지불 수단
개인 의료데이터 등록에 대한 보상 수단
진료 후기 공유 등록에 대한 보상 수단
개인 의료 데이터 열람에 대한 비용 지불 수단
진료기록 발부시의 지불 수단
원격진료 시의 진료비로 사용될 수 있음
원격 처방전 발행 시의 지불 수단
의료인 및 환자의 커뮤니티 활동에 따른 보상 수단
등록된 의료데이터의 구매에 따른 비용 지불 수단
온라인 문진표 등록에 따른 보상 수단

MSB Token은 아나파톡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이더리움 기반의(차후 클레이튼 기반) 유틸리티 Token입니다. MSB Token은
아나파톡 플랫폼 내에서 활동을 통해 보상으로 획득하거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코인원, 비트렉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MSB Token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의 Token 생태계에서 통용될 뿐 아니라 미스블록 파트너쉽 병·의원에서의 진료비
결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성이 극대화됩니다. MSB Token을 활용함으로써 유저는 기존의 병원에서
요구하는 비용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스블록은 백서에 기술된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기 기술된 MSB 토큰의 사용처의 50% 이상은 2022
년과 2023년에 구현될 예정으로 미스블록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토큰 생태계를 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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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Token Economy
개인은 여러가지 경로로 토큰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토큰 보상 및 획득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 후기
작성 시

온라인
문진표
작성 시

진료 기록
등록 시

의료 영상 및
이미지 데이터
등록 시

의료 데이터를
3자에게
공유 및 판매 시

커뮤니티
활동에 따른
보상

개인 지갑

Figure 26. MSB Token 및 포인트를 얻기 위한 경로

토큰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아나파톡 플랫폼 내에서의 일정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상기 기술한 활동으로 인해
유저는 미리 정해진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은 아나파톡 Wallet에서 MSB 토큰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각
의료데이터는 블록체인을 활용하기에 Token 사용 내역과 함께 의료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함께 보장받습니다. 다음
챕터는 토큰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포인트 채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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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포인트 정책
포인트란
아나파톡 인앱 활동 및 특정 이벤트로 인해 지급되며 포인트 스왑기능을 통하여 MSB 토큰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의 가치
아나파톡 포인트 1점은 1원과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1포인트는 1원 가치의 MSB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
아나파톡 인앱 활동으로 인해 포인트를 얻거나 아나파톡 이벤트를 통해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되는 포인트 양은 정책상
별도의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가입
1000포인트 적립(최초 1회)

출석체크
150포인트 적립
친구추천으로 인한 회원가입시 최대 400% 포인트 적립(최대 30명까지 가능)

커뮤니티 이용
진료 후기는 주 1회 작성 가능
진료 후기 작성시 (관리자 승인 후 지급)
- 10자 이상 500포인트 적립
- 200자 이상 + 사진1장 이상 첨부시 1,000포인트적립
게시글의 댓글 작성시 50포인트 적립(일 최대 5회)
게시글 및 댓글 추천시 20포인트 적립(일 최대 5회)

병원 예약 및 문진표 작성
병원 예약시 500포인트(월 1회)
문진표 작성시 1,000포인트 적립(매 6개월에 1회 지급)
문진표의 온체인화 동의시 1,500포인트 적립(미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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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 토큰 스왑 정책
1만 포인트 이상 됐을 때 스왑할 수 있습니다.
1포인트당 1원의 가치로 환산하여 스왑이 진행됩니다.
토큰 스왑 승인 시의 가격 기준으로 스왑됩니다.
1일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만 원 이상의 포인트 스왑 신청 시에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바랍니다.
변환 신청 시 내역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정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포인트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
포인트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일부 프로모션으로 인해 지급된 포인트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의 환불/취소/소멸
포인트는 현금화되지 않으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누적 합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된 포인트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비현금성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지급받은 계정 외 타 계정으로 이관, 상속, 양도 등이 불가합니다.
1년 간 로그인 하지 않아 휴면회원으로 전환시 보유포인트는 소멸 됩니다.
회원 탈퇴 시 보유 포인트는 소멸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포인트는 토큰으로 스왑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벤트가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이벤트의 포인트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개발중인 페이지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후기를 일정 기간 이내 삭제하거나 운영 정책에 의거하여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되는 경우, 작성시 적립된
포인트 및 토큰은 자동 회수됩니다. 단, 작성자 본인이 작성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후 삭제 처리하였다면 자동 회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의 버그를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변경
포인트의 상세 정책은 별도의 고지 없이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2022년 2월 24일에 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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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Token Distribution
MISBLOC Token
Ticker: MSB
Total Supply: 300,000,000

20%

Development

15%

Token Sale

10%
Team

22%

Marketing

10%

Reserve

18%

Ecosystem

5%

Advisor

Figure 27. MSB Token Me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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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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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 Advisor

9.1. Team

CEO, Dohee Kim

COO, Kevin Park

CTO, Kiwon Park

• Master's degree in Dentistry

• COO of Blink Management

• CEO of All Seven Co., LTd.

• Bachelor's degree of
Computer Science

• COO of LIVE PARTNERS

• CEO of Style Web Co., LTd.

JongHak An

Min Seok Jung

JinKook Im

Junho Kang

Developer

Developer

Marketing Manager

Marketing Manager

EunSil Heo

GiSan Seung

Haseung Lim

JongJae Lee

Designer

Market Manager

Community Manager

QA Manager

9.2. Advisor

Taehee Byun

Kihyo Lee

Taeon Koo

Hyung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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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2019
• 사업 구상 및 기획

2020 Q1
• 메디컬 애플리케이션
아나파톡 1.0 개발 착수

2020 Q2
• 의료기관 20여 개 협약

2020 Q3
• 아나파톡 1.0 (의료 후기 보상 SNS 출시)

2020 Q4
• 국내 거래소 상장

2021 Q1
• 의료기관 20여 개 협약

2021 Q2
• 메디컬 애플리케이션 아나파톡 2.0 출시

2021 Q3
• 해외 거래소 상장
• 아나파톡 내 증상별 병원 찾기 기능 추가
• 의료기관 20여 개 협약

2021 Q4
• 아나파톡 2.1 업그레이드 개발 착수
(Wallet 개발, 메인넷 변경, 온라인 문진표)

39

2022 Q1
• 아나파톡 내 MSB WALLET 출시

2022 Q2
• 병원 예약 베타 서비스 출시
• 온라인 문진표 개발

2022 Q3
• 병원 예약 웹 버전 출시, 안드로이드 정식 버전 출시
• 클레이튼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2022 Q4
• 아나파톡 쇼핑몰 출시
• 카카오클립 지갑 등록

2023 Q1
• 온라인 문진표 마이데이터의 블록체인화 개발 및 출시

2023 Q2
• 방사선 사진 의료데이터 블록체인화 개발

2023 Q3
• Medical & Health NFT 안드로이드, IOS 버전 출시

2023 Q4
• Medical & Health NFT 서비스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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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면책 조항
아래 내용들을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본 백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MISBLOC 백서(이하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as is)으로 하여 작성 및 제공되므로 백서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이라도 미스블록 팀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업데이트 될 수 있으며, 본 백서의 어떠한 내용이라도 장래 시점까지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만일 본 백서의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구매 전 회계사, 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1. 본 백서의 목적은 미스블록 팀이 준비 중인 미스블록에 대한 요약된 정보와 소개를 다루는 것에 있습니다. 본 백서는
미스블록 또는 미스블록 팀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며 백서 상 어떠한 문구들도 구독, 구매, 투자 제안 그리고 투자
강요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본 백서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2. 본 백서 상 모든 정보나 분석 내용은 투자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어떠한 투자 제안이나 조언도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백서 상의 미래 계획적인 성격을 띄는 어떠한 내용이나 데이터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바뀔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내용에 관한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사, 에이전트, 직원, 계약자, 판매 파트너를 포함한 미스블록 팀은 다음과 같이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1) 해당 백서에 따른 계약 내용의 정확성 및
완전성; (2) 백서의 오류 또는 누락; (3) 확인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한 백서 열람 불가능; (4) 백서 사용 또는 미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모든 손해.

또한, 미스블록 팀은 본 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이용하여 한 의사 결정 행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사전
경고가 주어졌거나 해당 손해가 예측 가능할 경우에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익, 수익, 부채 및 기타 모든
형태의 금전적 손해; (2) 사업 거래, 사업 활동, 영업 이익 관련 활동 중에 발생한 수입, 매출, 자본 감소, 채무 기타 손실; (3)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 (4) 부수적 또는 특수 손해; (5) 낭비되거나 손실된 관리 시간; (6) 간접적이거나 필연적인 손해

4. 진행중인 미스블록의 내용이나 시장의 변화, 기술 발전 그리고 ICO나 Token 규제의 변화에 따라서 백서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스블록 팀은 차후에 본 백서에 명시된 사건, 플랫폼, 향후 계획, 추정치의 변화나 오차범위 안의 변경
사항 등에 대해 독자들에게 통보하거나 보고 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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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백서 상 법, 세무, 규제, 금융, 회계와 같은 분야에 대한 정보들은 조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MISBLOC Token(이하 “
MSB”)의 구입은 구매자들에게 MSB의 구매를 위해 지불한 물질적 자산을 포함해 물질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MSB
구입에 앞서, 구매 자들은 세무, 규제, 금융, 법률 등의 전문가들에게 잠재적 위험부담, 수익 및 MSB 거래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상담할 것을 권합니다.

6. 자신의 법적 관할권 내에서 MSB의 인수와 처분 등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세 등 기타 과제 처분 및 해외 환전에 대한
법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MSB 구매자의 몫입니다.

7. 백서의 출판·배포가 금지된 나라에서 본 백서의 출판·배포를 금합니다. 본 백서에 있는 정보들은 어떠한 규제기관의
검증이나 인가도 받지 않았으며, 법에 저촉되는 어떠 한 행위도 미스블록 팀에 효력이 없습니다. 본 백서의 출판·배포가 그
발행된 나라의 규제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8. 미스블록에 대한 공식 자료는 본 백서이며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백서는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으며 예비 구매자 및
기존 구매자 등과 구두 혹은 서면 의사 소통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곡해되거나 잘못 해석되거나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정확한
의사소통 발생 시 영어로 작성된 본 공식 백서의 정보가 우선합니다.

9. 모든 백서 내용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적 용도 또는 기타 소유권 고지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백서의 개별 섹션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미스블록 팀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본 백서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복제하거나 전자적 수단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복제하거나, 공공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수정, 링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자 위험
미스블록 팀은 구매자들에게 MSB 구매대금 상당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위험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종류의 위험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쓰여진 위험 부담이나 비확실성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구매자들은 MSB의 매매 및 보유로서 명백하게 MSB의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없는 현재 상태 그대로의 위험 부담을 인지하고
구매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블록체인 리스크: 블록체인 시스템 혼잡으로 거래가 늦게 처리되거나 거래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MSB의 발행과
분배를 담당하는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프로토콜은 약점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MSB이 손실되는 버그를 포함해 각종 버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문제로 미스블록 팀 및 MSB 구매자에게 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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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리스크: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MSB 구매자의 전자 지갑에 있는 MSB의 분배와 통제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구매자의 전자 지갑에 있는 MSB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구매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제3
자가 구매자의 전자 지갑을 열람하여 MSB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3. 보안 리스크: 다른 모든 암호 화폐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이중 지불 공격‘ 혹은 ’51% 공격’과 같은 마이닝 공격에
취약합니다. 해커들 혹은 다른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집단들이 위와 같은 공격 방법으로 미스블록 팀 또는 MSB을 공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블록체인 공격이 성공할 경우 MSB 거래와 MSB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4. 전자지갑 호환성 리스크: MSB을 구입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MSB과 기술적 호환이 되는 전자 지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지갑을 사용하신다면 구입하신 MSB을 접속하여 보시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5. 불가항력 리스크: 미스블록은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미스블록 팀은 미스블록을 백서에 쓰인 내용 그대로 개발 및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그 세부사항에서 법률, 디자인, 기술, 행정상 규제 등 여러가지의 이유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스블록 팀은 규제 프레임이나 요구되는 허가 및 라이선스 및 과세 정책의 변화, 미스블록 팀이나 미스블록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플랫폼 또는 오픈소스의 등장, 시장의 관심 부족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MSB의 가치 하락이나 손실 및 유동성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모두 면제됩니다. 특히,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본 백서 상 명기된 규제의 경우 해당 규제를 규율하는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규제 자체의 변화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으며, 현재 백서 상 해석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미스블록 프로젝트는 규제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백서의 내용 또한 미스블록 임의의 판단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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