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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ecutive Summary
자, 당신이 보라카이에서 가족여행 중이라고 상상해보자. 바쁜일상에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온 휴가인데
갑자기 당신의 자녀가 복통을 호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언가를 잘못 먹었는지 혹은 체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근처에 병원이나 약국이 어디있는지 알기조차
쉽지 않다. 소중한 휴가 일정을 미룬체 힘들게 근처병원에 가서 1시간 넘게 기다려서 말도 잘 안통하는
의사로부터 간신히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근데 이게 무슨약인지, 이 처방전을 믿고 약을 먹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만약 병원 방문없이 핸드폰에서 쉽게 말이 잘 통하는 한국의사를 만나서 의학적인
조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힘들게 현지 의사를 꼭 만나러 현지 병원을 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실제로 발생한 일이었고 후에 MDsquare Project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를 만나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환자는 의료지식, 정보의 부족으로 자신의 건강 문제가 반드시 병원에 가야만 하는
문제인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병원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불필요한 병원방문은 병원방문이 꼭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수명이 증가되는 만큼 노인성 만성질환도
급격히 늘어감에 따라 기존의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예방, 관리 중심의 의료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또한 국가별 지역별 의료자원의 편중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의
차이가 점점 심화되어 보편적 의료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ICT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 의료체계의 대안으로 원격의료가 등장했으며 기존 의료체계의 문제들을 일부
개선해왔다. 그러나 국가별 의료체계의 차이, 언어의 문제, 의료 자원의 편중 등으로 인해 한정된 국가와
지역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발생되는 의료데이터에 대한 보안 문제와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문제에 관하여 해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MDsquare 팀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인 블록체인 기술을 원격의료 플랫폼과 결합하고 자가건강관리
툴과 원격 건강 monitoring 서비스, AI 메디컬 챗봇 서비스, 통역솔루션을 연계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경제성 있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Global medical service가 가능해지는데,
환자들은 시간, 물리적 거리와 언어적 장벽을 넘는 원격의료 플랫폼 내에서 의사를 만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랫폼 내에
등록되거나 발생되는 개인건강정보 데이터에 대한 보안을 높게 유지할 수 있고 건강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여 위,변조나 해킹 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TMED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들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시간,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넘어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의료시장을 확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의사는 진료실을 벗어나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로인해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자유도가 높아지게 되어 중앙화되어있는 현 의료체계에서 일정 부분 탈중앙화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자원의 불균형적인 분포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인 제3세계 사람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질병퇴치와 건강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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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square팀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원격의료 플랫폼을 위해 Ethereum 기반의 Token(TMED)을
발행하여 Tokenized Economy Ecosystem을 구축하고 플랫폼에 참가하는 이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제 오프라인 병원에서 TMED를 진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TMED의 가치를
보장하고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들은 플랫폼과 연동되는 개인건강 측정기기로 부터 얻게 되는 자신의
건강정보, 병력 등을 플랫폼 내의 건강관리 툴에 저장하거나 공개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사들은
플랫폼 상에서 환자들을 만나 원격 화상 의료서비스를 제공/개인건강정보에 대한 Monitoring 서비스를
제공/의료지식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플랫폼 참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지속적인 경제생태계가 가능한 플랫폼을 가능케 한다.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Token의 일부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제3세계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질병퇴치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다. TMED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전세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21

2. 현 의료체계의문제점
2.1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대개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의료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환자, 의료인, 보험회사, 정부, 제약사 등 다양한
개체들이 참여한다. 의료전달체계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환자가
의료인을 직접 만나서 진찰 및 치료를 받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자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의사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 및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상당수는 병원 방문이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의료비가 높은 국가에서는 환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복용만으로 건강문제를 대처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심각한 의학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는 의사를 만나 의학적 조언 및 상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병원 방문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당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현 의료체계는 중앙화된 의료기관인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자원들은 중앙화된
의료기관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자원의 편중과 불균형적인 분포라는 필연적인 문제를 낳게
된다. 의료전달체계는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하는데 있어 국가의 중요한 근본적 보건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의 상황에 따라 의료전달체계는 다르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별/지역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비용,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환자들은 국가별/지역별로 불공정한 의료체계하에 처하게 된다.
의료자원의 분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료자원의 불균형적인 편중은 지역별 국가별 의료서비스 접근의
차이를 초래하며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은 편차를 보이게 한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은 건강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
의료공급자의 측면에서 보면 병원에 방문하지 않는 환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로 인해 병원의
자원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개업의사의 경우 자신의 진료시간이
예약된 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약시간에 해당하는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비게 된 시간을 활용할 방법이 없다. 또한 의료인들 은 중앙화된 의료기관을 떠나서는 환자를 만날 수
없으므로 진료실 외에서 자신의 전문적 의료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적당한 방안이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2.2 의료지식/정보체계의 문제점
2.2.1 의료지식의 문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지식의 공급이 증가되어 왔음에도 의료의 전문적 특성으로 인해
의료지식 및 정보의 비대칭이 환자와 의사간에 존재하고 있다. 그 정도가 인터넷,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와 의사간 의료지식과 정보는 큰 격차를 보인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의료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잘못된 의료정보 또한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인터넷 등에서 얻게 된 의료지식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않아 건강상 문제가 있을 때 어느 병원, 어느 의사를
찾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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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의료정보체계의 문제
현 의료정보 체계하에서는 환자가 자신의 병력이나 건강기록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환자는 자신의 병력(언제, 어디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지게 된다. 이는
건강기록들이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환자가 직접 의료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검사결과와 의료기록이 다른 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거나 상호
공유되지 못해서 중복검사 및 촬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된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의료정보가 상호 공유되지 못하는 이유는 현 의료정보체계가 의료기관 중심으로 된
의료정보 보관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과 의료정보는 환자의 중요한 개인정보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중앙화된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2.3 Market Analysis
글로벌 원격의료시장은 Grand View Research, Inc.의 201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까지 1,13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주요 동인은 만성 질환의 발병률 증가와 자가 건강 관리 수요 증가를 포함한다.
또한 인터넷 및 IT기술의 발달, 가상 의학의 보급 확대 및 의료의 집중화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해 원격 진료
시장의 성장될 것이며 이로 인한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인 의료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원격의료는 응급실
방문 및 병원 내원, 입원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어 비용 절감의 효과가 크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전체 의료시장 성장을 촉진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예측 기간 동안 더욱 유리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개혁, IT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효과로 인해 이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원격 진료 시장, 지역별, 2015년(%)
Global Telemedicine Market

Asia Pacific
Europe
North America
MEA
Latin America

건강관리 및 의료에 대한 높은 수요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의 증가로 인해 의료 분야에서의 IT
서비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을 촉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2013년 중국의 의료 지출은 5억
1100만 달러였고 일본은 의료 분야에서 3천 5백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엄청난 비용의 결과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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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원격 진료 시장 규모는 2016년 249억 달러로 추정되며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18.3 %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암과 같은 다양한 만성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원격
진료는 예측 기간 동안 상당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및 환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원격의료를 더욱 성장시킬 것이며
특히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흥 경제발전 국가에서의 급성질환기 이후 관리 감독 증가 및
수요 증가는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 의료는 환자와 의사 간의 통신을 통해 건강 교육, 건강 정보 및 건강 관리를 제공 할 수 있는 기술이며 이
기술을 통해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방식에서 환자 위주의 진료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거리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병원 방문이나 응급실 방문 및 입원율을 낮추어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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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lution : Innovation of MDsquare
3.1 MDsquare 소개
MDsquare팀은 현 의료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
의료시장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여 환자와 의사간에 실시간 혹은 예약이 가능한 원격 화상의료 솔루션과
의사/병원 프로필 제작 툴, 검색엔진 등을 개발하였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테스트를 시행하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여 왔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질환 별로 발생빈도와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인공지능에 탑재하여 의료상담 챗봇을 개발하였다.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원격의료 플랫폼에서 발생되고 저장되는 개인 건강정보 데이터를 안전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플랫폼 참가자들의 선순환적인 보상체계가 가능한 혁신적인 원격의료 플랫폼을 구현하게 되었다.

3.2 지속가능한 의료전달 생태계~블록체인 원격의료 플랫폼
현재의 의료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왔으며 그 중 하나가
원격의료(Telemedicine)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국가들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기존의 의료전달체계를 대체하거나 의미있게 보완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가별
규제, 기술적 현실, 인식의 부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원격의료와 기존
의료전달체계의 선순환적인 생태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MDsquare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원격의료시스템에 적용하여 기존의 시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원격의료시스템이 아닌 환자와 의사가 진성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탈중앙화 원격의료
플랫폼이다. 여기에 암호화폐인 Token(MDsquare token, TMED)을 발행하여 원격의료 플랫폼 참가자들
사이에 선순환적인 경제생태계를 구현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합당한 경제적 보상(Reward)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Blockchain Technologies for Telemedicine Platform
1

Digital Distributed Ledger

1

- Excellent Accessibility
Doctors

2

6

2

- High Reliability
- Millitary Grade Encryption

6

Patients

- High Expandability
3

3

Health care
service provider

5

5

Developers of health
monitoring device(IoT)

4

4

Interpreter

- Semi-Decentralized
Health Care Delivery
- Enlarged Availability
- of Medical Resource
- Virtuous Circle of
Crypto-currency for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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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기술이 왜 적용되어야 하는가?
원격의료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환자와 의사간의 사전승인된 원격의료서비스 거래계약이 이루어지고
제3자의 개입없이 신속하고 자동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IoT기반의 개인건강
측정기기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의 수치들을 오라클 메커니즘(Oracle mechanism)에 연결하여 블록체인
외부의 데이터인 실시간 개인건강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가지고 와서 스마트 컨트랙에 연동한다면 환자의
건강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
두번째는 원격의료플랫폼에서 발생되는 민감한 개인건강정보와 개인병력 및 신원 정보를 암호화 하여
블록체인의 분산네트워크를 이용한 공개 Ledger에 올림으로써 해킹 및 위변조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
건강정보의 보안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번째는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체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플랫폼 내에서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지불/결제에 대한 국가별 장애와
규제에 대한 문제를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3.3 TMED 원격의료 플랫폼 구조와 참여자
3.3.1 TMED 플랫폼 구조
- Blockchain Layer
MDsquare는 Ethereum을 Blockchain layer로 사용하여 개인건강정보 데이터가 이 Layer에 올라가게 되고
발행되는 Token이 여기서 작동하게 된다.
- API layer
API layer를 통해 Blockchain layer와 Application layer가 연결되고 건강정보 및 포함한 데이터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 Application layer
여기에는 환자나 의료인들이 사용하게 되는 다양한 Application들이 해당된다.

3.3.2 TMED 플랫폼 참여자
- 일반이용자(환자, 환자가족 포함)
- 의료건강 서비스 제공자(의사, 약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운동처방사,영양사 등 포함)
- 통역사(영어/중국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태국어)
- 건강 측정기기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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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TMED 원격의료 플랫폼 구성요소
MDsqurare 블록체인 원격의료 플랫폼은 6가지 메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 원격 화상의료 솔루션
- 블록체인 개인 건강 데이터 관리솔루션
- 원격 건강 Monitoring 서비스
- 의료 지식 정보 공유 홍보, 마케팅 솔루션
- 인공지능 메디컬 챗봇
- Cryptocurrency 결제 솔루션

의사 등
의료인

원격 화상
의료제공

환자

개인 건강정보
입력
개인건강
측정기기

원격
Monitoring

TMED
원격의료
플랫폼

의료지식
정보제공

통역사
개인건강 측정기기
개발자

원격 화상의료
상담 솔루션

Cryptocurrency
결제 솔루션

자가건강
관리 솔루션

AI 메디컬 챗봇

원격 건강
Monitoring
솔루션

의료 정보 홍보,
마케팅 솔루션

API,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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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원격 화상의료 상담 솔루션
원격 화상의료 솔루션은 네트워크 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상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가 만나서 얼굴을 보며 소통할 수 있는 통신 솔루션으로 의료에 특화된 특징을
갖는다. 단지 얼굴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환부나 의료기록 등을 보면서 의료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믿을 수 있는 의료진과
화상원격 의료 상담
상담예약 시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받고 싶은 내용, 개인병력 등을 입력하고
의사와 얼굴을 보며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중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화면전환, 음소거, 화면 멈춤 등 기능이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보다 편리하고 신뢰를 갖고 만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 지역별, 언어별, 진료과목별, 질환별 의사/병원 검색
환자는 자신이 있는 지역이나 자신의 언어가 가능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병원을 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진료과목이나 질환별 혹은 평점(rating), 리뷰수 순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

전문화된 상담을 위한
다양한 진료과목별 의사 검색
환자가 쉽고 빠르게, 전문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진료과목별 의사 검색이 가능합니다.
15개과 의료상담 및 자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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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기능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의료서비스 가능으로 공개한 시간에 대해 환자는 예약이나 즉시 의료서비스
요청을 시행할 수 있어 시간의 장벽을 넘는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실시간 연결 빠른 상담
원하는 시간 예약 상담
급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간 연결 가능한 빠른 상담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날짜/시간을 정해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약기능, 의사스케줄 관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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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공유 Share Screen
환자와 의료진은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 뿐 아니라 같은 화면(예를 들어 환자의 환부나 의료기록을 같이
보면서)을 보면서 소통할 수 있어서 기존의 화상솔루션과는 차별된 기능을 갖는다.

Share Screen

[화면 공유 이미지]

- 의료검사기록을 레이어로 불러오는 기능
환자와 의료인이 원격의료서비스를 진행하는 동안에 환자의 의료검사기록이나 X-ray 등의 의료영상
등을 레이어로 불러와서 보다 고차원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빨간펜
자료조회
화면공유
상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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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상 펜 기능
의료진은 화상 펜 기능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화상에서 환자의 환부나의료기록 , 의료영상에
화면상에서 표시나 메모를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환자와의 소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사는
보다 자유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있게 된다.

Doctor ’s Screen

Patient ’s Screen

Clear voice + picture
High-resolution video
transmission
Red pen annotation

- 의료기록 작성 및 챠팅기능 제공
의료서비스를 진행하는 동안 혹은 종료 후 의료인은 시행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기록을 작성하고
저장 할 수 있다. 이는 추후 동일 환자에 대해 이뤄지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연속성을 제공하여 보다
일관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가능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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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사 참가 기능
의료서비스의 언어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통역사들이 의료서비스의 통역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화상솔루션이 제공하는 1:다 화상통신 기능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의료서비스가 언어적 장벽을
넘어 더 넓게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의료인 review 기능 및 SNS 기능
의료인과의 원격 의료서비스가 종료된 후에 환자는 의료인에 대해 Review를 작성하거나 Rating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Rating은 의료인의 플랫폼 기여도 평가에 활용되어 평가가 높은 경우 Bonus를
부여하여 의료인의 Rating을 유지하는 Incentive를 제공한다.
플랫폼에 등록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경력과 근무병원 등을 알릴 수 있는 프로필 페이지가
제공된다. 의사의 프로필에 SNS 기능을 제공하여 프로필 페이지 상에 의료지식을 등록하여 공개할 수
있고 조회수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추천수에 따라 플랫폼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사가
올린 의료지식에 대해 다른 의사들의 검증을 받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의사와 의료기관의 검색에
활용되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인을 찾을 수 있게 되며 의료인들에게도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케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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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자가 건강 데이터 관리솔루션
플랫폼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개인 건강정보 관리 솔루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건강정보를
기록,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Medical history를 저장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의 검사기록, 의료영상자료
등을 등록하고 저장하여 언제든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랫폼 내에서 승인된 개인건강
측정기기와의 연동을 통해 자신의 건강정보를 자동 Update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를 저장 관리할 수 있다. 자신의 건강정보를 플랫폼에 등록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플랫폼 내의
중요한 거래 매개체인 TMED(MDsquare Token)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획득한 TMED 는 의사와의 원격
화상의료나 원격 건강 Monitoring 서비스의 구매 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내에서 발생되고 저장된
의료정보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보안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연결 승인된
의사에게만 건강정보가 전달되어 의료정보의 해킹과 유출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게 된다.

3.4.3 원격 건강 Monitoring 솔루션
최근에 다양한 개인건강 측정기기들이 개발되어 생체 건강정보(체중, 체온, 심박수, 혈압, 혈당 등)들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 지고 있다. 이런 측정기기들은 IoT기술이 접목되어 병원방문 없이 일상생활
중에서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기술적 오차나 비용상의 문제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전문 측정기기를 완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건강 정보들이
생성되기만 해서는 활용될 수 없으므로 MDsquare팀은 개인건강 측정기기를 위한 API와 SDK를 공개하여
개인건강 측정기기들이 플랫폼 내에서 연동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에 연결된 개인건강 측정기기로부터
측정된 건강정보데이터를 환자들은 개인건강관리 솔루션에서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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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강정보 데이터들의 효용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더 나아가서 의사로부터 건강측정 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원격 Monitoring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원격 건강 Monitoring 서비스를 통해 개인건강
측정기기로부터 발생되는 건강정보들이 보다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원격 Monitoring 서비스는
환자 입장에서 개인 건강 유지,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며 전체 의료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의사/병원 입장에서는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환자들과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된다.

3.4.4 의료지식 정보 공유/홍보 광고 솔루션
- 의료지식, 정보 공유 및 보상 시스템
의사들과 환자들 사이의 의료지식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들은 자신의 프로필 페이지에
의료지식, 정보를 Posting할 수 있다. 의사의 프로필 페이지에 등록된 의료지식, 정보는 별도의 의료정보
Section에 Tag에 따라 따로 게제되며 이용자들에 노출되게 된다. 플랫폼 이용자들은 검색을 통해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의료정보 Posting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료지식 정보의 비대칭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의료지식, 정보를 올린 의사는 이용자들의 추천수, 다른 의사들의 추천수에 따라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게
되고 자신의 Rating이 올라가게 된다.

- 의료 광고 솔루션
의학의 발전에 따라 수명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 들이 증가하고 의사 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및 의사의
홍보 및 마케팅은 점점 확대되어 왔으며 비용도 증가되는 추세이다. 특히 미용, 성형 분야에서의 홍보, 광고
활동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정 국가와 지역에서 더욱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홍보 마케팅 활동은
국경을 넘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관광(ex. 성형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으로 방문하는
중국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의료분야에서의 광고는 의료지식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의 광고 활동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즉 올바르지 못한 광고 활동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상업적인 의료광고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이 제공하는 광고 활동은 P2P 인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TMED 플랫폼은 의사/의료기관들에게 타켓 맞춤형-광고/마케팅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플랫폼에
가입한 환자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 성별, 연령, 질환, 원격의료 이용 정보 등의 세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검색 우선 노출 및 환자의 관심의료정보 검색에 대한 우선 노출 혹은 광고 수단을 제공하며
이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입찰에는 TMED Token이 사용된다. 의료기관은 초기에 TMED Token을
구입함으로써 추후의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자원을 보다 낮은 가격에 준비할 수 있다. 이는 초기 ICO에
의사들이 참여할 강력한 동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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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인공지능 메디컬 챗봇 의료상담 솔루션
만약 이용자가 의사를 만나지 않고 간단한 의료상담이나 의료정보 만을 원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메디컬
챗봇과의 대화형 의료상담을 통해 원하는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각 진료과목별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자주 발생되는 질문-응답을 구조화된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Machine
learning이 가능한 인공지능에 탑재하여 개발된 메디컬 챗봇을 통해 텍스트/음성으로 대화형 의료상담이
가능하여 이를 토대로 환자가 원하는 의료정보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온라인 링크의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의 위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의사/병원 추천, 예약기능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메디컬 챗봇과의 대화형 의료상담 후에도 이용자가 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의료자문을 원하는 경우
인공지능 챗봇이 적절한 의사를 추천하여 해당 의사로부터 원격화상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3.4.6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 Crypto-Currency Payment Solution
원격의료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의료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유료서비스의 이용시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TMED Token로 결제를 하게 된다. TMED는 플랫폼 참가자들이 자신의 활동에 의해 지급받거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구매하여 얻을 수 있다. 이런 결제시스템을 통해 환자, 의사, 진단기기 개발자, 통역사
등 다양한 참가자들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 참가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여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가능케 한다. 또한 Token 결제를 통해 지역과 국가에 상관없이
원격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별 결제관련 규제나 장벽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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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petitive Advantage
4.1 쉬운 접근성
TMED 원격의료 플랫폼은 전세계 어디서나 시간과 거리에 상관없이 의료진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는 물리적 거리와 시간의 장애를 넘을 뿐 아니라 통역서비스(전문통역사 혹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동 통번역 솔루션을 의미함)를 통해서 언어의 문제를 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전세계의 의료자원은 효율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으며 특히 의료서비스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류의 보편적 권리인 건강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상의 모든 의료정보를 분산화된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하여 각 참여자들이 자신의 건강데이터에
온라인 상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4.2 높은 신뢰성
의료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TMED 원격의료 플랫폼은 의사/병원의 프로필을 제공하고 동료
의료인들과의 연결을 통해 의료인의 프로필에 담긴 정보에 대한 검증을 가능케 하여 의사/병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의사의 활동에 대한 이력을 제공하고 의사/병원에 대한 환자의 Review를
공개하여 Public credit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의사/병원을 선택할 때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3 뛰어난 확장성
TMED 원격의료 플랫폼은 다양한 개인건강 측정기기들이 결합,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방형 Open API와 SDK를
공개하여 개인건강 측정기기 개발자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개방형 원격의료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인건강 측정기기와 연동되는 개인건강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에 대한 원격
의료진 모니터링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환자는 다양한 개인건강
측정기기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플랫폼내의 의료진으로부터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혈압계, 혈당계, 체질량계, 체온계, 활동량계 등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IoT 기기와 연동될 수 있다. 또한 개인건강 측정기기 개발자들은 플랫폼 내에서
환자들에게 개인건강 측정기기를 판매하여 Tokenized economy 생태계 안에서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4.4 높은 보안성
TMED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많은 건강 정보 데이터가 생성, 등록되고 저장되며 이러한 의료데이터들은
그 특성상 개인의 사적인 내용이 포함된 민감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데이터의 보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의료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TMED는 원격의료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건강
정보 데이터들에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다. 건강 정보 데이터들을 분산된 안전한 데이터 저장공간에
저장하고 이에 대한 해시값을 블록체인의 분산된 ledger에 기록, 보관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환자의 승인을
받은 의료인만 해당 환자의 의료정보에 접근하여 열람하고 의료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 승인받지 못한
접근이나 수정이 발생하게 되면 해시값 비교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백업데이터를 통해 원래의
의료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정보의 정확성을 보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데이터 해싱(Data
Hashing)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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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입력

암호화된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소에 보관

원본
건강정보

해시값

Ledger

저장된 데이터를
복호화하여 불러옴

불러온
건강정보

해시값

해시값
비교

보안 데이터
저장소
건강정보 저장

Ledger에 저장될
데이터의 해시값

해시값 일치

검증된 데이터를
승인된 요청자에게 전달

해시값 불일치
원본 데이터와 저장된
데이터 간의 수정(위변조)이
발생함을 알림

MDsquare는 플랫폼에서 발생된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해킹, 유출 등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의료인이 아닌 환자 자신에게 부여한다. 환자 본인만이 자신의 의료 정보
데이터를 복호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환자 자신만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한다. 이를 통해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고 외부인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하나의 의료기관을 통해 수많은 환자의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대형 의료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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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탈중앙화된 의료전달체계
현재의 의료체계하에서는 의사들이 의료기관(형태와 규모에 상관없이)에 소속되어야만 의료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환자를 직접 치료해야만 하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의료인들은 중앙화된
의료체계(Centralized healthcare system) 내에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이는 환자와
의사들의 만남을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하여 환자와 의사의 보다 자유로운 만남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의 확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런 기존의 중앙화된 의료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MDsquare 팀은 기존 의료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의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Decentralized healthcare system을 구축하여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입이
없거나 최소화 된 상태에서도 원격의료서비스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물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직접적인 치료를 연계하여 기존의 중앙화된 의료체계인 의료기관과의 선순환 연결고리를
만들어 전세계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환자와 의료인들에 보다 많은 자유와 효율성을 제공한다. 동시에
의료시장의 확대를 통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역할을 확장하게 된다.

4.6 높은 의료자원 활용성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까지 많은 의료자원들이 사용된다. (의료자원:
의료인력, 의료기구, 물리적 장소, 시간, 행정업무 등) 그러나 의료자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는 의사와 병원이 너무 많이 있고 제 3국가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또
다른 예는 시간의 문제인데 대부분 의료자원의 활용시간이 8 to 5에 집중되어 있어 그 외의 시간에
의료자원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TMED 블록체인 원격의료플랫폼에서 전세계 의료인들과 의료기관들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서 자신의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진료실을 벗어나 전세계를 여행하면서도
블록체인-원격의료 플랫폼에 참여하여 다른 지역 환자의 건강문제에 자신의 의료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은 예약되지 못한 비어있는 진료시간을
공개하여 지역 내 환자들에 이를 알려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4.7 선순환 암호화폐 생태계
MDsquare팀은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블록체인-원격의료 플랫폼을 위해 선순환 암호화폐 경제생태계를
구축하여 플랫폼 참가자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 사용되는 Ethereum기반의 TMED Token을 발행한다.
각 참가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활동을 통해 및 다른 참가자와의 거래를 통해 TMED Token을 얻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MDsquare 블록체인-원격의료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얻게 되고 이는 상호간에 선순환되는 토큰-경제 생태계를 이루게 되어 각 참가자들의 활동이
더욱 확장되고 지속 발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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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venue Model

TMED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한 Business Model은 B2C, B2B 영역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다.

5.1 Internal Platform Fee
- 플랫폼 사용 수수료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체간 의료서비스 관련 거래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5~10%를 플랫폼 사용료로
자동결제 받는다.

5.2 Subscription 판매
- 기간별 의료서비스 이용권 판매
정해진 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횟수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한다.
주간, 월간, 년간 이용권 등으로 판매되며 이용자의 건강상태나 상황에 따라 회수에 제한없이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3 광고수익
- 플랫폼에서 형성된 빅데이터를 재가공하여 형성된 성별, 나이, 지역 및 질병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타켓팅
광고가 가능해 지게 된다. 이를 통해 병원 혹은 의사 광고, 원격건강 서비스 광고, 건강측정기기, 건강관련
상품 등에 광고를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5.4 단체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권 판매
- 계약된 단체(자선단체, 회사, 학교, 종교단체 등)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된
단체가 이용권 비용을 부담한다. 즉 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 원격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단체 구성원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단체의
전체 의료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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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큰 모델

6.1 토큰발행 목적 Token Issuance Objectives
MDsquare 팀은 기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원격의료플랫폼을 개발하여 서비스
런칭을 준비해왔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페 경제는 각 분야별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고
특히 의료분야가 그 변화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그 동안 의료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각 지역 및 국가별로
규제(Regulation), 면허제도(License), 의료기술격차(Skill), 건강보험 정책(Insurance policy), 결제(Payment)
등에 관련된 복잡한 Compliance를 수행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에 MDsquare팀은
Ethereum Network기반의 TMED Token을 발행하여 위의 복잡하고 소모적인 Compliance 절차를 해결하고
새롭고 지속가능한 플랫폼 참여자 보상체계 구조를 완성하였다. 또한 MDsquare는 이러한 플랫폼 내의
Token Economy와 더불어 외부 개인건강 측정기기 개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확장된 Tokenized Economy
Ecosystem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Online healthcare 분야를 선도할 것이며 더 나아가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개인건강 측정기기 개발자, 제약회사, 통역사 등이 새로운 Value-chain으로 연결되는 미래의
의료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TMED 토큰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역의 질병퇴치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통역서비스
제공자

환자

Exchange

TMED

Wallet

TMED

원격화상의료

건강관리

원격건강

광고
솔루션

건강측정기기

통역서비스

TMED Platform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개인건강 측정
기기 개발자

[Tokenized Economy Ecosystem Diagram of TMED Telemedicine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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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TMED Token
MDsquare는 Ethereum 기반의 ERC20을 따르는 Token을 발행한다. TMED 토큰은 MDsquare 플랫폼
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활동에 사용 할 수 있고 개인 Wallet에 저장되며 외부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 플랫폼 내에서 의료기관 및 IoT 건강측정기기 등의 다양한 광고나 홍보 활동은 TMED Token으로
진행할 수 있다. 플랫폼이 완성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용자와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TMED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플랫폼 참여비용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TMED Token을
확보하고 플랫폼 참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은 Tokenized 경제 생태계의
조절역할을 위한 Token Pool을 가지고 있다.

Incentive
플랫폼
이용수수료

플랫폼 운영,
업그레이드
의료지원 펀드

TMED Token Pool

TMED의 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TMED 의료인 Network에 속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TMED로 결제할 수 있도록 TMED Payment Solution 제공한다. 즉 TMED 플랫폼에 가입한 오프라인
병원에서 실제 진료를 받고 TMED로 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 TMED는 거래소에서의 교환가치 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기관에서도 사용가치를 갖게 된다. 그 범위는 점차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TMED

획득활동

사용활동

환자

건강정보 데이터 등록

개인건강 측정기기 구입
원격 화상의료 참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의료서비스
제공자

원격 화상의료 서비스 참가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참가
의료지식, 정보 제공

프로필 페이지 업그레이드, 광고

개인건강 측정기기
개발자

개인건강 측정기기 판매

플랫폼 등록, 광고

심리치료사 등

원격상담 서비스 제공

프로필 페이지 업그레이드, 광고

통역사

통역서비스 제공

광고

22

6.3 MDsquare Ranking Index(MDR)
플랫폼내에서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자, Device maker, 통역사 등 각 개체의 플랫폼 기여도 및 평판을
의미한다. 이는 플랫폼내에서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다. MDR이 높을수록 플랫폼 내에서 먼저 노출되는
광고효과를 얻게 된다.
플랫폼 내에서 MDR을 높이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개인건강 정보 update +1MDR
- 원격상담 참여(video/음성) +10MDR
- 원격모니터링 참여시 +10MDR
- 의료지식정보 컨텐츠 제공 +100MDR
- 의사로부터 추천받으면 :+100MDR(프로필, 컨텐츠 대상)
- 환자로부터 추천받으면 :+10MDR (의료서비스, 프로필, 컨텐츠 추천)

6.4 Incentive Structure
MDsquare 플랫폼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incentive가 부여된다.

6.4.1 거래 및 활동에 의한 Incentive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플랫폼 참가자들은 자신의 활동과 거래에 따라 TMED Token과 MDR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6.4.2 Loyalty Program 운용
MDsquare 서비스 플랫폼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플랫폼 내에 다음의 2가지 Loyalty
Program이 존재한다. 이 Program을 통해 적극적인 참가자는 보너스 TMED를 받게 된다.

-Patient Loyalty Program
자신의 건강정보를 등록하거나 의료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이용자들을 매달 선정하여 기본 보상과는
별도로 추가 TMED를 보너스로 제공한다.

-Doctor Loyalty Program
원격 화상의료 참여, 원격 Monitoring 참여, 의료지식/컨텐츠 제공 등의 활동이 많은 의사를 매달 선정하여
기본 보상과는 별도로 추가 MDP를 보너스로 제공한다.

6.4.3 실제 오프라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TMED결제에 대한 Incentive
이용자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실제 의료서비에 대한 결제를 TMED로 진행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5~10%의
TMED를 Incentive로 양측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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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큰 SALE
7.1 Token Allocation Structure
▪ 전체 발행량 : 280억 TMED
▪ 토큰 세일 발행량 : 98억 TMED
▪ 35% : Token sales
▪ 25% : SW Update & Marketing(3년 Lockup)
▪ 15% : Community
▪ 15% : MDsquare Platform Incentives(15년 reserve)
▪ 7% : Founders & Dev Team(1년 Lockup)
▪ 3% : Business Partnership(1년 Lockup)

Token Allocation Structure
3%
7%
25%
15%

Token sales
SW Update & Marketing
MDsquare Platform Incentives(15 years reserve)
Community

15%

Founders & Dev Team
Business Partnership

35%

7.2 Privilege of Token Holders

TMED 수량

보유기간

환자

5,000,000

3개월

VIP 등급 제공

10,000,000

6개월

20,000,000

12개월

50,000,000

100,000,000

보유기간

의사/병원

VIP 등급 제공
플랫폼 내 의료서비스 할인 혜택

3개월

VIP 의사/병원 등급 제공
의사 프로필 카테고리 상단 노출

VVIP 등급 제공
플랫폼 내 의료서비스 무료

6개월

VIP 의사/병원 등급 제공
의사 프로필 카테고리 상단 노출
광고비 할인 혜택

12개월

VIP 의사/병원 등급 제공
의사 프로필 카테고리 상단 노출
광고비 할인 혜택
무료 앱 푸시 광고 제공

12개월

VIP 의사/병원 등급 제공
의사 프로필 카테고리 상단 노출
광고비 할인 혜택
무료 앱 푸시 광고 제공
최상단 배너 광고 제공

*VIP, VVIP 등급, 무상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범위는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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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Use of ETH Proceeds
▪ 35%는 MDsquare Platform Upgrade에 사용
▪ 15%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환경개선에 사용
▪ 15%는 마케팅에 사용
▪ 10%는 외부개발파트너나 의료컨텐츠 파트너에 사용
▪ 25%는 의료분야의 새로운 사업영역의 발굴과 확장에 사용

25%

35%
MDsquare Platfrom Upgrade에 사용
의료취약지역의 의료환경개선에 사용
마케팅에 사용

10%

외부개발파트너나 의료컨텐츠 파트너에 사용
의료분야의 새로운 사업영역의
발굴과 확장에 사용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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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Roadmap
8.1 Milestone History
- 2017.1Q 실시간 예약 솔루션 구축
- 2017.2Q 원격 화상의료 솔루션 구축
- 2017.3Q 의사/병원 프로필페이지 관리 툴 개발
- 2017.4Q 창업 성장 정부지원과제 선정
- 2018.1Q 인공지능 메디컬 챗봇 개발 (알파버전 테스트 진행)
- 2018.2Q 블록체인 원격의료 플랫폼 통합 개발 착수
- 2018.3Q 초기 마케팅 및 ICO를 위한 펀드 유치
실시간예약
솔루션구축

의사용프로필페이지
관리툴개발

2Q.2017

인공지능메디컬챗봇개발
(알파버전테스트진행)

4Q.2017

1Q.2017

초기마케팅및ICO를위한
펀드유치

2Q.2018

3Q.2017

1Q.2018

원격화상의료
솔루션구축

창업성장
정부지원과제선정

3Q.2018

블록체인원격의료플랫폼
통합개발착수

8.2 Business Related Timeline
- 2018.4Q TMED 거래소 상장
- 2019.1Q 화상원격의료 솔루션 업그레이드
- 2019.1Q 개인 건강정보관리 솔루션 업데이트 개발
- 2019.2Q 화상원격의료상담 플랫폼 런칭
- 2019.2Q 인공지능 챗봇 공개
- 2019.3Q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케팅 진행
- 2019.4Q 광고 마케팅 솔루션 업데이트 개발
- 2020.1Q 건강측정기기를위한 API, SDK 개발 및 공개
개인건강정보관리
솔루션업데이트개발

TMED
거래소상장

1Q.2019
4Q.2018

인공지능챗봇
공개

2Q.2019
1Q.2019

화상원격의료솔루션
업그레이드

광고마케팅솔루션
업데이트개발

3Q.2019
2Q.2019

화상원격의료플랫폼
런칭

1Q.2020
4Q.2019

아시아태평양지역
마케팅진행

건강측정기기를위한
API,SDK개발및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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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eadership
9.1 MDsquare Core Team

Paul Oh
CEO of MDsquare Inc.
Graduate Electronics, Yonsei University, Seoul
M.S. in Dentistry, Yonsei University, Seoul
Founder of Eversmile Orthodontic Clinic, Seoul, Korea

Moo Seong Kim
COO of MDsquare Inc.
MBA, BBA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Qoo10, Head of Corporate Development
Gmarket, Head of Strategic Planning

Jung Wan Kim
CTO of MDsquare Inc.
B. S. in Stat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Dreamwise Inc., Vice President / CTO
Fujitsu Korea, Lead of Banking Service Development
Dawin Data Systems, Chief Developer

Joseph Hwang
CMO of MDsquare Inc.
B.A. in 3D Animation, Academy of Art University
Eyedentity Games,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Bidalgo Inc. Korea Account Manager
Rushmo Inc. Mobile Game Producer

Sang Hyuk Shim
HR & General Manager of MDsquare Inc.
Qoo10, Frontend Engineer & HR Manager
Mediarae, HR & General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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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MDsquare Advisory Team
Byung Gun Kim
Gradua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ollege
Board-certified plastic surgeon
Full time doctor of the plastic surgery departm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Executive director of Korean Association of Clinical Plastic Surgeons
Scientific director of Korean Association of Clinical Plastic Surgeons
Pofessor of plastic surgery department at Inje University
Currently) Director of BK Plastic Surgery Hospital

Robert Hwang
Co-founder and COO of MDsquare Inc.
Graduate Electronics, Yonsei University, Seoul
Microsoft Corp., Industry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SK Telecom, New Biz & Global IT Director
Accenture, Business/IT Strategy Manager

Sung Wook Lee
CEO of MEDI114

Seung Youn Cha
Head Director of ZN Plastic Surgery
Bachelor of Medicine at Yonsei University
Director of Chungdam Mirror Plastic Surgery Clinic
Director of Mirror Plastic Surgery & Dermatology Clinic

Yoon Sik Jeon
Dentist, CEO of E-wireligner
Ewha Women's University,Graduate School of Dental Medicine, Orthodontics Professor
Former Dean Graduate School of Dental Medicine at Ewha Wome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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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 Young Kwon
Chairman of the Public Data Strategy Committee
Executive Member of the Public Data Strategy Committee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Legal Systems for Government 3.0
Currently) Professor of Information Security at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ung Kyu Lee
Member of the Dentist association in Suwon
Associate professor at Gyeongg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in Dental surge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PhD in Dental surgery
Currently)Director of Suwon Good Tree Dental Clinic

Yoon Sung Won
Dentist by profession
Graduated from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Dentistry
Ehwa Wome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intern,
Orthodontics residency training
Currently) Chungdam Bright Smile Dental Clinic, Head MD

Jung Hae Keun
Soonchunhyang University
Soonchunhyang University intern, Neurosurgery residency training
Samsung Medical Center Pain Medicine Department Fellow
Currently) Seoul Dream Pain Clinic Head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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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적인 문제
MDsquare팀은 TMED 원격의료 플랫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참고 목적으로만 이 백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백서는 TMED Token과 ICO, 블록체인
원격의료 플랫폼에 대한 기술적이고 사업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백서는 TMED
플랫폼에 투자 등을 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투자 등과는 무관합니다. 이 백서는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백서는 현재 진행 중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부 정보가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블록체인 원격의료 플랫폼 그리고 TMED 토큰 사용에 관한 일련의 업데이트는
웹 사이트에 공개할 것입니다. 향후 더 많은 정보가 추가되고 업데이트 되겠지만 플랫폼의 목적, 토큰
구조, 토큰 배포 및 자금 사용 등의 핵심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백서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항도 정확성을 진술 및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의사결정 등 행위에 있어 이 백서를 이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결과는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즉 이 백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손해, 손실, 채무
기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MDsquare팀은 그에 대한 배상, 보상 기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