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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MISBLOC(Medical Information Service with Blockchain)은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서비스 생태계이다.
미스블록(MISBLOC)은 통신-의료-금융을 잇는 개인 라이프로그의 빅데이터 시대인 마이데이터 시대에
정선된 의료정보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한 의료서비스 생태계를 선사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의 동향분석에 따르면, 한국 의료서비스 시장은 2018년은 GDP 대비 5.9%로 약 105조 원,
2019년은 6%로 약 115조 원이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가능성이 큰 산업이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의료서비스 시장은 시장메커니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효율화와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기존에 공공재라는
인식하에서 접근하였던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의료의 산업화를 통해 경쟁에 의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될 것이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본인정보활용지원(MyData) 산업 출현,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도입,
원격의료시장의 글로벌화, 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인바운드처럼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현 의료서비스 산업에는 분절화 및 파편화된 EMR 시스템, 원격의료시장 시스템의 부재,
신뢰 가능한 의료 정보 콘텐츠 부재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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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블록 팀은 위 미션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서비스 플랫폼인 ‘아나파톡’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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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생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Decentralization : 의료 데이터의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의 개인 의료 데이터가 투명하게 유통된다.

Interoperability : 의료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Reliability :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콘텐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들의 콘텐츠를 커뮤니티에서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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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참여자들은 아나파톡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병원을 찾고 예약할 수 있으며, 보안에 특화된 블록체인
기술로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독점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의료정보를 환자 본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여 후기를 쓰면 실제 사용가치가 있는 토큰을
얻는 보상이 시스템으로 환자 본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후기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의료기관은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진료 후기로 인해 병원의 수익이 창출되어 환자와 의료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다.

의료 관련 사업은 정부의 제한 혹은 규제가 타 분야보다 특히 많다. 이를 고려할 때 의료 프로젝트는 특히
정부와의 소통뿐 아니라 의료협회, 의료기관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정책의 기조를 충분히
이해하며 보조를 맞추어 나갈 때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미스블록은 의료협회, 정부 및
규제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더불어
미스블록은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실용적이고 유용하며,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의료계의 인플루언서이자 사업자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동의 또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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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roduction
2.1. 의료서비스 시장
4차 산업혁명은 부가가치의 창출요소를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동시켜, 특히 융복합, 신기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걸맞은 산업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손에 꼽는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적용과 관련
제도 및 정책적 변화 등으로 인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간 연관 효과와 고용창출
가능성, 고령화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인한 성장 가능성과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보건산업진흥원의 동향분석에 따르면, 한국 의료서비스 시장은 2018년 GDP 대비 5.9%로 약 105조 원,
2019년은 6%로 약 115조 원이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가능성이 큰 산업이며,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도 의료서비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육성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한국도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산업 규모예측 추정결과

Figure 1.
의료서비스 산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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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52,728

98,260,699

201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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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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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 예측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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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장 트렌드
1)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 지원)
사업은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 지원)
사업은 정보주체 중심의 안전한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인데이터 제공확대, 서비스 다양화,
인식제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혁신성장형 사업으로,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패러다임이다.

본인정보활용지원(MyData) 실증서비스 출현
1

본인 정보 활용지원(MyData) 사업은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자,
개인에게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권한을 돌려주어 개인정보 활용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며 국민이 본인 정보
활용에 따른 혜택을 체감하여 개인 중심의 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키 역할을 한다.

2019년 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의료/금융/유통/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본인 정보 활용지원(MyData) 실증 서비스 8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거나 혹은 제3자에게의 제공을 동의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개인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본인 정보 활용지원(MyData) 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8년에는 금융 통신 등 2개 분야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
의료/유통/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확장하여 실증서비스를 추진한다. 이처럼 2019년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 마이데이터를 환자의 동의하에 재가공하여 제 3자에게 제공을 하고 환자가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사업을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이다.

Figure 2.
본인정보활용지원
(MyData) 데이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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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도입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다수 의료기관은 종이의무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을 도입했다. EMR 시스템이 기록, 보관, 활용의 용이성과 건강보험청구의
정확성, 그리고 비용효과성에 있어 종이의무기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기 때문이다. EMR은 종종
EHR(Electronic Health Record)이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병원에서 쓰이는 환자 관리 시스템 전반을
통칭한다. 한국은 본격적인 EHR 구축기를 거치면서, 현재 EHR 보급률이 전체 시장의 70% 이상을 웃돌고
있다. 상급 종합병원은 보급률이 90%를 웃돈다. 20여 년간 EHR을 사용하면서 한국 초대형 병원의 경우
수백만 명의 진료 데이터를 모아온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정보다. 한국
EHR 시장은 앞으로도 연 10%씩 성장해, 2020년이면 2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Figure 3.
한국 EHR 시장 성장 추이

한국 전자건강기록(EHR) 시장 성장 추이 및 전망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 단위 : 10억원 )

2,015
연평균 10%

1,849

1,696
1,549
1,256

2015

1,413

2016

2017

2018

2019

2020

2018년 전 세계 EMR 시장은 280억 불 규모(약 31조 원)로 추산되며 향후 수년간 평균 8.8%의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중 미국 시장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Kalorama의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Cerner의 뒤를 Epic(점유율 8.8%)과 Allscripts(점유율 6.1%)가 쫓고
있다고 한다. 세 회사 모두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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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시장의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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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성장률(CAGR)은 29.3%로 예측된다.

원격의료의 선두주자인 미국은 1997년부터 원격의료를 폭넓게 허용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원격의료
사용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고 사용자 만족도는 95%를 웃돌 만큼 일상생활과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49개 주에서는 원격의료 일부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2019년에는 원격 이미지 진단에도 적용된다.
일본에서는 2020년까지 원격진료뿐 아니라 원격처방 및 처방 약의 택배배달까지 정착시킬 것을
정부과제로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포켓닥터’를 2016년부터 도입한 일본은 지난 4월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앴다. 과거에는 인구가 적어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에서 주로 원격 진료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도심으로도 퍼지고 있다. 또한, 한국 회사인 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일본에서 원격의료 사업에 진출했다. 2019년 1월 라인은 일본 의료전문 플랫폼업체 `M3`와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지난 4일 도쿄에 설립했다.

원격상담이 대중화에 따라, 환자로서는 치료 행위에 대한 공포감에서 비롯되는 의료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져 보다 쉽게 의료진과 접촉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리게 되며, 원격상담을 시행하는 병원으로서는
의료상담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환자 내원 전환자와의 유대감 및 라포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병·의원 홍보를 위한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득이 될 것이다.

Figure 4.
원격진료 및 원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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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장 문제점
분절화 및 파편화된 EMR 시스템
현재 한국의 전자의무기록(이하 EMR) 시스템은 분절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의 차팅 프로그램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무 기록의
내용은 표준화되어 있지만, 이를 보관하고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용 방식, 데이터베이스, 휴먼
인터페이스는 개발 회사별로 가지각색이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마다 적용된 의무기록 시스템이 상이한
상황이다.

EMR 시스템의 분절화 및 파편화는 의무기록의 호환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의료기관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 자신의
의무기록을 옮길 수가 없다. 의료기관을 옮겨야 할 때 매번 종이차트를 발급받아 그 차트를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종이차트는 스캔 또는 수작업을 통해 다시 새로운 병원의 EMR 시스템에
입력된다. EMR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진단 및 진료정보의 포괄적 호환이 불가능하여 정작 의료기관 간
의무기록의 연계와 이를 통한 진료의 지속성 유지는 종이의무기록 방식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새롭게 진료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진료비가 발생하여 환자와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Figure 5.
병원간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미비

종이로 인쇄된 EMR 사본 발급비용 부담도 절대 적지 않다. 진료기록 발급 시 장당 2~3천 원, 진단서는 1만
원, 상해진단서 5~10만 원, 소견서의 경우 약 2만 원 가량의 비용이 청구된다. 또한, 종이로 인쇄된 EMR
사본은 한번 병원에 제출하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또다시 비용을 내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분절화, 파편화된 현재의 EMR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EMR
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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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데이터의 중앙화 시스템
현재 의료 데이터는 의료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터 손실 우려가 있고 해킹에 취약하다. 이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낮추며, 민감 데이터 유출에 대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사이버 보안업체인 파이어아이(FireEye)에 의하면, 지난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3
월 31일까지 여러 건의 의료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2,000달러 미만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고,
이러한 데이터 노출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렸다.

신뢰할 수 없는 의료 정보 콘텐츠
환자들은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와 명성 있는 전문가와 정보를 찾아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인 1만 7,8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강정보 획득방법으로 응답자
중 58.89%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이트에 이어 광고매체
23.74%, E메일 6.0%, 가족 등 추천 5.34%, 의사 등의 추천 4.65%가 나타나, 의사 등 전문가의 직접적인
추천에 대한 신뢰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추천보다 의사 등
전문가의 건강정보 추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나면서, 인터넷에 범람하는 건강정보의
신뢰성 역시 검증이 돼야 한다.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잘못된 의학정보 확산과 광고들이
의료 정보로 둔갑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 생태계 구성원인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커뮤니티가 요구된다.

신뢰할 수 없는 의료 의료 정보 콘텐츠는 거액의 수수료를 노리는 불법 브로커가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해외환자를 한국으로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또는 사람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업자'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의료불법 브로커는 등록하지 않고, 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채
해외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병원 등으로부터 소개비를 챙긴다. 불법 브로커는 의료의 질이 아니라
수수료 액수에 따라 병원 등을 소개하기에 해외환자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환자들은 믿을
만한 의료 정보 콘텐츠를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의료브로커에게 30~70%의 수수료를 주면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법 브로커의 활개로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해외환자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이는 의료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힌다. 실제로 2018년에는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수수료
문제와 과잉진료를 비롯해 불법 브로커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성과가 미진한 데다 그 단속에 따른
처벌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가격 등을 믿을 수
없다면 지속적인 해외환자 유치는 어렵다. 불법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고, 해외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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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SBLOC Insight
미스블록 팀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통찰력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에 블록체인을 다음과 같이 활용하며,
효율적인 의료정보 생태계를 제안한다.

3.1. Why Blockchain?
블록체인은 거래의 기록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중앙기관 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하여 블록(Block)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다. 생성된 순서대로 정보 저장 단위인 블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 블록체인 내 정보를 조작하려면 참가자 과반수의
정보를 해킹하여 그 이후의 모든 블록을 위·변조해야 하므로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가치는 중개기관 없는 P2P 신뢰 네트워크 구축이며 현재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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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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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닥쳐있다. 서로의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비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미스블록 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병원, 의사, 환자 등 참여자의 ID 값과 EMR을 해시값에 저장하고, 해시값의 비교를 통해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다. 위·변조가 확인된 의료 데이터는 환자 개인 기기에서 병원 진료를 위해
사용되며, 병원 간 편리한 이동 진료가 가능해진다.
B. Decentralization : 의료 데이터의 탈중앙화
철저하게 중앙화된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의료 데이터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성형외과를 예를 들어보겠다. 성형외과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시술되는 보톡스, 필러 치료의 경우 모든
정보의 권한이 의료기관에만 집중되어 있다. 환자는 자신이 시술받게 되는 보톡스와 필러의 상표를 직접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제조날짜 등 제품 개발 회사가 인증하는 그 어떠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지하여 시술을 받게 된다. 미스블록 팀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 일자, 유통기한 등 다양한 의료 제품 정보와 유통과정을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투명하게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다. 환자의 마이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병원의 서버와 환자의 고유기기에
저장된다. 저장된 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미스블록 팀은 의료기관, 환자, 3rd Party
모두가 만족하는 의료정보 블록체인 생태계를 완성한다.

Figure 6.
투명한 의료정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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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liability :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콘텐츠
미스블록 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의 의료 SNS 플랫폼을 제공한다.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기여도 보상 시스템은 의료 콘텐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콘텐츠는 SNS
커뮤니티를 활성 시키며, 생태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 의료 커뮤니티 생태계에 기여하는
참여자는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받으며, 믿을 수 있는 의료정보가 필요한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커뮤니티에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관한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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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미스블록 팀은
① 환자, ② 병원, ③ 3rd Party, ④ 정부/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기존 의료서비스 산업에 세련된 UI를
겸비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출시하여 그를 중심으로 참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생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병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2)

환자가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획득하고 이를 편리하게 활용하며 수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위·변조 우려 없는 의료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광고 수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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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
참여 주체에 따른
As-Is & To-Be

참여자

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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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실물 차트등 의료 기록을 발급

To-Be

스마트폰에서 EMR 원본을 편리하게 다운로드,
보관, 제출 등 자유롭게 사용
기존 실물자료 발급 대비 저렴한 수수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정성 획득

해킹 등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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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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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변조 우려 없는 의료기록 확보
수령하는 의료기록에 대한 위변조 가능성
고객 편의 향상

정부/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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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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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SBLOC Platform
미스블록의 기능은 미스블록의 대표 애플리케이션, 아나파톡에서 구현된다. 2019년 4분기에 아나파톡
베타테스트를 시작으로 로드맵의 개발 계획에 따라 후술된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Figure 9.
블록체인 기반 의료서비스
플랫폼, 아나파톡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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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의료 데이터 생성
A. 마이데이터
환자가 가지게 되는 EMR은 환자의 고유기기에서 PHR(Personal Health Record)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바로 마이데이터라 불리는 환자의 개인건강정보이다. 환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마이데이터인 PHR은 어떻게 쓰이던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 자신의 PHR 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행위로써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이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 불가능한 상태로 병원의 서버와 환자의 고유기기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 EMR 최초기록자의 진료기록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것이 아닌 현재 사용되는
Conventional 정보전달 체계를 최대한 반영하여 환자의 EMR 기록 다운로드 요청이 있을 시에 EMR을
환자의 폰으로 전송하도록 한다. 단 EMR 기록이 아닌 의료기기 및 의료제품, 의약품 등 유통과 관련이 있는
정보의 경우는 환자의 동의 하에 자동으로 모바일 기기으로 전송하여 어떤 제품을 사용하여 치료받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Figure 10.
고유기기를 활용한
플랫폼 이용

의료기관은 환자진료정보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의료기관이 EMR을 환자의 모바일 기기앱으로
발급할 때 실 의료수가에 준하는 토큰으로 보상하고, 이 기록의 조회수가 올라갈 때마다 보상이
더해짐으로써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Figure 11.
환자정보 제공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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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의료 데이터 활용
환자는 아나파톡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무기록을 이메일로 다양한 제3의 기관인 의료기관 및 보험사 등에
제출 할 수 있다. 이는 원격상담 시스템 구축 시에 원격진료, 상담, 처방을 가능하게 하며, 글로벌
의료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필수 기능이다.

A. 전자기록 제출
기존의 종이의무기록은 제출과 동시에 환자의 소유권이 상실되나, 앱에 저장된 환자의 의료데이터는 1회
제출과 동시에 사라지는 특성이 없어 영구적 및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환자가
x-ray 기록 발부를 원할 경우 Compact Disc에 저장하여 장당 2만원의 비용을 받고 발급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록 활용 시에 추가비용발생 및 재방문 등의 자원 소모가 발생한다. 그러나 아나파톡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는 MSB토큰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앱으로 X-ray 기록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의료기관에서 CD를 굽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환자는 자신의 의무기록
중 원하는 부분을 지정 및 클릭함으로써 손쉽게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다.

Figure 12.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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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격진료 지원
원격상담 시스템을 일차적으로 구현하며 글로벌 시장에 대비하여 원격진료, 상담, 처방 기능을 모두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상담시스템에서 의료진은 원격 상담시 토큰을 수수료로 받음으로써 동기가 부여된다.
특정 병원이 원격상담에 참여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애플리케이션 내 병·의원 정보 노출의 빈도수가
올라가도록 한다. 병·의원은 효과적인 홍보 채널을 갖게 되고, 환자는 의료진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호 니즈가 충족된다.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는 EMR(전자의무기록), 메디컬 플랫폼, 원격상담시스템을 구현한 후, 글로벌 시장에
도전한다. 미스블록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차후 한국어,중국어,영어 3가지 버전으로 서비스를 제공되어,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해외 마케팅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수혜를 제공하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선도적인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미스블록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원격진료 시스템과 토큰생태계가
뒷받침이 되는 메디컬 플랫폼은 해외현지에서도 충분히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미스블록 플랫폼은 한국의 의료기관과 소비자를 위한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병원과 해외거주
환자를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미스블록 플랫폼에서 환자는 원격으로 진료기록 및 소견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고, 복수의 기관에 진료
기록, 소견서 등 문서들을 중복 비용지불 없이 매우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과거에 발급받은 소견서
등의 기록이 모바일 기기에 기록되어 있어 같은 용무로 의료기관에 재방문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더해 환자가 진료를 받은 지역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통증 조절을 위해 약물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새로운 의료기관에서 새롭게 검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진료
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에 처방전을 요청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미스블록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환자 개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의료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자는 자신의 진료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 종료 기간 설정 시 그 후로 ‘반년
또는 1년 후 정기 검진’ 등의 푸쉬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설정할 경우
간단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치료정보를 제공받고 해당분야의 전문
병원 및 해당 진료를 수행하는 지역 병·의원을 추천받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Figure 13.
원격진료 지원

kg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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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의료 정보 커뮤니티
한국 의료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분야는 역시 성형외과이다. 미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많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환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특성을 가진 병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기기 앱 내 환자 중심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환자들은 쉽게 수많은 질의를 주고받고, 치료 전후 사진 등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아나파톡을 활용하여 모바일 기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치료전후 사진 등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자는 글의 조회 수가 올라가고 댓글이 달릴수록 그에 대한 토큰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커뮤니티는
치료 전반에 관한 안내문 및 일러스트, 영상을 삽입하여 치료의 이해도를 높이는 ALL in one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의사가 참여하는 전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킬러 콘텐츠’는 환자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해당 앱에서 시간을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성형외과 등 병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과
전자차트의 모바일 기기 저장, 원격상담이 한 곳에 이루어진다면 매우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활성화된 커뮤니티는 토큰 생태계를 원활히 유지시켜 주는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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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가서비스
A. 보험 연계 시스템
기존 대부분 국민은 의료정보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탓에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마이데이터의 의료블록체인화이다. 마이데이터는 환자의 동의 아래
제 3기관에 전송되게 되고 그 정보는 재가공되어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온다. 예를 들어 특정
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진료를 받게 되면 연관된 질병을 포함한 특정 질병 위주의 보험특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무분별한 보험 가입을 막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B. 법의학 연계 시스템
치과 치료기록을 통한 신원인증은 매우 신뢰도가 높은 방법이다. 미스블록이 대중화되면 강력범죄사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DNA 검사가 필요치 않아질 수 있다. 만약 국가에서 수배 중인 용의자가
병원에 오게 된다면 바로 검거될 것이며 신원미상의 사체 발견 시, 미스블록의 치과 기록과 대조하여
손쉽게 사체의 신원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협조가 있다면 법의학과 미스블록의 접목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사회적 효용 또한 클 것이다.

대부분 사람은 사랑니를 포함해 총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다. 타과진료와의 차이를 가지는 치과 고유의
특징 중 한 가지는 치료의 흔적이 남는다는 점이다. 만약 누군가 치과 치료(충치, 발치, 신경치료,
크라운치료, 임플란트치료 등) 세 군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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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면
그 확률은 0.00001158%로 떨어진다. 실례로 세월호 선주,故 유병언 백골 시신 사건의 경우,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법치의학자(치과의사)에 의해 일차적으로 유병언이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C. 빅데이터 연계 서비스
데이터가 위·변조 방지가 필요한 의료기록의 특성상 블록체인과 의료 플랫폼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블록체인 시장은 의료계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수집된
정보들은 차후 빅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아 상실이 많은 환자나 치주염이 심한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정 전신질환의 발병률 등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할 수 있고, 역으로 특정
전신적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치과 관련 질환 등을 예측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지역별로 치과
치료환자군의 정보가 빅데이터 화 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맞는 맞춤형 치과 진료 서비스를 예상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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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rchitecture
5.1. 미스블록 구조
미스블록은 3개의 레이어인 Core, Service, DAPP으로 구성된다.

Figure 14.
미스블록 아키텍처

DApp
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응용프로그램들과
모바일, 웹 등 UI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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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BLOC
Core

Service
코어와 DApp을 연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핵심 기능들을 구현

Core
원본데이터를 취급하는 MISBLOC Core와
ID 및 해시값을 관할하는 Blockchain으로 구성

A. Core
Core 레이어는 전체 시스템의 기반을 이루는 코어 부분으로 미스블록 CORE 부분과 블록체인 부분으로
구성된다. 미스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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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호화할 수 있도록 한다. 블록체인 부분에는
병원, 의사, 환자 등 참여자의 ID 값과 EMR의 해시값이 저장되어, 해시값의 비교를 통해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B. Service
Service 레이어는 코어와 DApp을 연결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플랫폼의 핵심 기능들을 구현하는
레이어다. 블록체인 데이터 네트워크와 통신하여 데이터의 입출력을 관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하여 플랫폼이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서비스들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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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App
미스블록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의료데이터들과 이를 활용한 여러 응용프로그램, 그리고 모바일, 웹, 앱 등의
모든 사용자 환경을 포함하는 레이어이다. DApp형태로 구현되어 제공되는 미스블록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들은 모바일 기기로의 EMR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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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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oken Model
6.1. MSB (MISBLOC Token)
ERC 20
아나파톡 플랫폼 내의 결제 및 지불 수단
개인 의료 데이터 열람에 대한 비용 지불
진료기록 발부
원격 처방전
커뮤니티 보상

MSB 토큰은 아나파톡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이더리움 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이다. MSB 토큰은 아나파톡
플랫폼 내에서 활동을 통해 보상으로 획득하거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MSB 토큰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의 토큰 생태계에서 통용될 뿐 아니라 미스블록 파트너쉽 병·의원에서의 진료비
결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성이 극대화된다. MSB 토큰을 활용함으로써 유저는 기존의
병원에서 요구하는 비용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병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활용함으로써 토큰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며, 동시에 개인 의료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안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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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Token Economy
A. 의료 데이터 활용

3rd Party

Hospital

Figure 15.
의료 데이터 토큰
생태계

4. 수령한 EMR의 해시값과 블록체인
상의 해시값을 대조해 진위 확인

1. 진료 후 EMR의 해시값을
ID와 함께 블록체인에 업로드

DApp

0xd2c581a23c
=
0xd2c581a23c

0xd2c581a23c

Blockchain
3. 필요시
EMR 제출

M
2. EMR 원본 다운로드 시
병원에 토큰으로
발급 수수료 지불

DApp

Patient

진료기록 발부
모바일 기기 앱상에서 환자는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의 진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가 일정 수량의 MSB
토큰을 구매하여 지불하고 자신의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해당 치과에서는 진료의무기록을 환자의
전자앱으로 발부한다. 이때 발생한 수수료 일부는 블록체인 망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대부분은
최초의 기록을 작성한 치과의료기관에 공여된다. 기존의 종이차트는 장당 2,000~3,000원의 비용을 통해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하여 블록체인상에 전자의무기록을 남길 경우
날짜별로 일정 비용의 MSB 토큰을 소모하도록 설계한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환자가 x-ray 기록 발부를 원하면 Compact Disc에 저장하여 장당 1,2만원의 비용을
받고 발급한다. 반복 발급 시 큰 비용과 재방문에 따른 시간이 소모되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환자가 MSB
토큰을 수수료로 사용하면 환자의 앱으로 X-ray 기록을 보내게 하여 치과에서 CD를 굽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을 감소시키고 재발급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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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활용
환자가 원래 진료를 받은 지역 밖에서 진단서와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특수기록이 필요한 경우에 MIS
토큰을 이용하면 매우 유용하다. 토큰 구매, 결제 시 병원에서는 환자의 모바일 기기 앱으로 필요한
EDocument를 전송한다. 이때 환자로부터 지불된 토큰 중 소량은 망유지를 위해 각 의료기관 노드들에게
분배되고, 대부분은 문서를 발급하는 해당 의료기관에 부여된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긴 후 타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 환자는 자신의 의무기록 중 원하는 부분을 지정한 후 간단하게 클릭으로 의료기관에
보낼 수 있다. 보내는 자료가 일반적인 진료기록이 아닌 마이데이터라면 이 자료는 또 다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서버에 저장하고 토큰을 보상받는다. 마이데이터는 제3기관에서 재가공될 수 있고 이 가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는 건강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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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격진료

Figure 16.
원격진료 토큰 생태계

원격 예약,
원격 의료 상담

1. 원격상담실에 입장함과 동시에
MIBS 토큰이 Pending 상태로 변경

MIBS 토큰 지불

M
...

외국어, 야간 상담 시
토큰 비용 가중치 부여
22:00
2. 일과외 시간에 상담에 응답하는 경우
토큰 비용에 가중치

M
님이 나갔습니다
3. 상담 종료 시 Pending 상태의 토큰이
병원으로 입금, 소액은 DApp에 수수료로써 지불

병원의 상담 참여율에 따라
토큰 분배 비율에 가중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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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이미 자신의 진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MSB 토큰을 지불하여 처방전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은
처방전을 발급한다. 이처럼 미스블록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환자 개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의료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이다. 이 부분은 차후 원격처방이 법적으로 허용된 후 구현될 예정이다.

기본적인 원격진료 토큰생태계
MSB 토큰을 이용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원격상담실에 입장한다. 환자 입장 시, 수수료로 사용되는
MSB 토큰은 Pending 상태가 된다. 의료진과의 대화는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되나 실시간 채팅이 아닌 문자
메시지와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실시간 채팅 방식은 의료진의 진료여건 및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을 수 있으며, 질의를 남기고 차후 회신을 남기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 방식은 실제
미국의 TelaDoc과 같은 메이저 원격진료업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몇 가지 질의·응답 후 환자는
퇴실하게 되고 Pending 상태에 있던 MSB 토큰의 대부분은 병원의 지갑으로 입금되고, 나머지는
미스블록의 토큰 생태계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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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상담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진행되어야 하는 해외환자 상담의 경우, 상담에 요구되는 토큰의 양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의료기관의 자발적 상담 참여를 유도한다.

해외에 거주 중인 환자가 미스블록의 소프트웨어 앱인 아나파톡 영어, 중문 버전을 통하여 한국의
의료진에게 원격상담을 진행하고 해당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진행 시 치료비를 미스토큰을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한다. 의료관광환자의 경우 치료 액수가 일반적인 환자에 비해 상당히 고액이기에 MSB 토큰
활용과 생태계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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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커뮤니티
M
AD

Figure 17.
커뮤니티 토큰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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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토큰으로 병원 진료비 결제

후기기반 메디컬 SNS 운영
대중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면 일정의 MSB를 보상받는다. 단순히 글을 많이
작성함으로써 토큰을 무한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뷰어들이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누를수록, 댓글이 더
많이 달릴수록 더 많은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 구조로 설계한다. 또한 이 보상은 ‘좋아요’를 누르는 유저의
MSB 보유량에 따라 더 많은 가중치를 받게 된다. 글쓴이의 MSB 보유량도 차후 지급 받게 되는 토큰 양의
가중치 기준으로써 사용된다. 치료 전후 사진을 동반하여 글을 올리게 되면 더 많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디자인한다.

인플루언서 커뮤니티 운영
의료계의 인플루언서인 의사의 활동 게시판을 따로 운영한다. 인플루언서로 지정된 의사는 사진 업로드뿐
아니라 Google 사에서 제공하는 YouTube에 올린 동영상을 링크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게시물은
유저의 MSB 보유량에 따라 가중치를 받으며 ‘좋아요’ , 댓글 수에 따라 일정 가중치를 받도록 디자인하고,
또한 의사의 MSB 보유량에 따라 지급 받게 되는 토큰의 양이 증가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토큰 보상뿐
아니라 병원의 홍보 효과도 발휘하게 되므로 의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많은 글을 남기고
대중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는 병·의원마케팅 페이지에서의 홍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커뮤니티 광고
미스블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는 각 의료기관이 배너를 달 수 있는 코너가 있으며, 각 배너를 누르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상세페이지에는 각 의료기관의 위치와 의료진 소개 등을 담을 수 있다. 병원
마케팅 코너의 이용을 위해서는 마케팅 실비에 따르는 토큰을 내도록 함으로써 토큰의 구매를 유도하여
토큰의 가치를 제고한다. 마케팅 코너의 수익으로 발생하는 토큰의 상당 비중은 커뮤니티와 각 서비스에
재분배함으로써 토큰 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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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Token Distribution
MISBLOC Token
Ticker: MSB
Total Supply: 300,000,000

Token Sale : 15%

Development : 20%

Marketing : 22%

Ecosystem : 18%

Reserve : 10%

Team : 10%

Advisor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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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eam & Advisor
7.1. Team

Dohee Kim

Kiwon Park

CEO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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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of All Seven Co., Ltd.
- CEO of Style Web Co., Ltd.
- Researcher in charge of securing
investments from overseas
IT companies under the
supervision of KOTRA
- Researcher in charge of maintaining
Namwon City/Hongseong County
IT Companies
- Graduat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Jin Hai Jing

Pf. Hyungjung Kim

CMO

strategic manager

- Business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 Professor of School of
Cybersecurity, Korea University
- Dean of Cryptocurrency Center,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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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woo Kwon
Senior Developer
- Golfzone
(Development & Business General)
- eINS S&C (Team Leader)

Min Seok Jung
Developer
-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 Samsung Electronics

JinKook Im
Marketing Manager
- Osstem Implant (Senior Researcher)
- Dentis Implant (Team Leader)
- BIO3D (Team Leader)

Junho Kang
Marketing Manager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Electric Engineering)
- Pus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ntistry)

- DSM Holdings (CTO)
- Ichthys Dental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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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eongcheol Jun

Taegyu Kang

Marketing Manager

Community Manager

- Tunestar TV platform ceo
- Head of SBS entertainment
baseball club
- Honorary ambassador for Korea
Social Contribution

Jinju Choi
Web & App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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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Advisor

Kihyo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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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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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dong Park
- Chief of Seoul Children’s Hospital
President of Korea Children’s
Hospi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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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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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map
2019 Q3
• 사업구상 및 기획
• 파트너십 의료기관 제휴

2020 Q1
• 메디컬 애플리케이션 아나파톡 베타테스트

2020 Q3
• 파트너십 의료기관 확장
• 치과 EMR 관련 서비스 사업 착수

2020 Q4
• 의료인공지능 연구 착수

2021 Q1
• 메디컬 애플리케이션 아나파톡 출시
• 성형외과 파트너십 제휴
• 아나파톡 내 치과 EMR 서비스 제공

2021 Q2
• 블록체인 기반 의료유통시스템 개발

2021 Q3
• 성형외과, 피부과 EMR 서비스 개발

2021 Q4
• 원격진료 시스템 출시

2022 Q1
• 성형외과, 피부과용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2022 Q2
• 파트너십 의료기관 확장
• 국내 마케팅 확대

2022 Q3
• 성형외과, 피부과용 해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 글로벌 마케팅 시작

2022 Q4
• 해외환자 원격상담 서비스 출시
• 해외의료관광 사업 진행

2023 Q1
• 의료인공지능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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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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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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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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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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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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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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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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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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