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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당신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다친다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물어서 최고의 병원을 추천 받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유능한 의사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추천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인터넷은 광고성 정보가
넘쳐납니다. 최고의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환자의 “의료서비스 경험”을 공유하고
나의 경험과 데이터가 돈이 되는
메디파이(MediFi) 커머셜 플랫폼, MEDIEUS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의료서비스의 모든 것을 공유하세요!
MEDIEUS 코인 생태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평판시스템이 운영됩니다.

누구나 평판시스템에 의한 최적화된 병원 추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의료경험을 나눌수록
질병을 치료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 됩니다.

나의 의료서비스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 되고
메디우스 생태계가 활성화될수록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진료데이터로 세상의 모든 의료를 쇼핑한다”

「글로벌 메디파이(MediFi) 커머셜 플랫폼」
Care to Pay, Pay to Earn
의료서비스 생태계 혁신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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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의료서비스 정보 환경은 매우 폐쇄적이며 불투명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들이 넘쳐난다.
이로 인해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판 좋은 의료서비스를 찾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요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의료와 IT의 융합은 빠르게 진행되어 의료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융합은 빠
르게 진행되어 의료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환경에서 환자 참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의료서비스 환경 변화
는 글로벌 시장의 이동으로 이어져 최근 아시아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소비자 개
인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의료서비스 소비자 경험 정보 공유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메디우스(MEDIEUS)는 환자의 의료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의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목적에 맞는 만족스러운
맞춤 형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받아 의료서비스의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메디우스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메디파이(MediFi) 커머셜 플랫폼이다.
메디우스 플랫폼은 ①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의료 경험 SNS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②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평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③ 개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추천한다. ④ 병원 방문 후 받은 진료 영수증, 건강검진 결과, 처방전 등 마이데이터를
공유하면 일정 포인트로 보상을 받고 메디우스 코인(MDUS)으로 교환 및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⑤ 국내
최초 의료 오픈 마켓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쇼핑을 하듯 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메디우스 플랫폼에 무결성과 보안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부여한다[1]. 메디우스 플랫폼은
메디컬 블록체인의 대표 주자로서, 현재 의료 서비스 정보 시스템의 제한성을 혁신하고 소비자에 의해 의료서
비스 전반이 모니터링되는 투명한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 사고 예방과 전 세계의 의료복지를 실현
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한다.

메디우스에 관하여
1.1 왜 메디우스 인가?
1.2 메디우스는 무엇인가?
1.3 현재의 문제점
1.4 기회
1.5 메디우스의 최종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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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메디우스인가?
전 세계적으로 의료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 정보 또는
디바이스를 통해 수집된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메디우스 플랫폼은 환자 중심의 의료경험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는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① 의료 빅데이터 중요성과 활용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의료 패러다임은 정밀, 예측, 예방, 개인 맞춤형 의료로 발전할 것이며, 이 때문에
환자 개인의 의료 데이터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상호 결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즉, 개인의 상황 및 생활습관에 따라 환자별 맞춤 예측과 진단,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통합 관리되면서 발전할 것이다.

② 정부/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의료 빅데이터
미국은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며 첨단 의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대형 의료기관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정제-가공-표준화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기관 간 데이터 통합-연동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③ 메디컬 블록체인, 의료정보시스템 탈중앙화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의료정보시스템(Electric Medical Record, EMR)의 탈중앙화 또는 개인 건강
관리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플랫폼 구축에 집중되어 있고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EMR
의 공유 및 활용으로 현재 정부 또는 의료기관이 주도하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과 유사한 방향성을 가진다.
이는 의료기관의 진단, 치료, 연구기관의 신약 개발, 임상시험 등에 가장 큰 효용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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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환자에게 효용성이 높은 의료서비스 정보의 중요성
대부분 환자는 자가 증상을 발견하고 병원을 가기까지 어떤 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가족 또는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앙화/집중화된
폐쇄적인 의료서비스 시스템 환경에서 환자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에 병원 진료의 질이나 결과를 알기
어렵고 잘못 선택했을 경우 생명까지 담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의료서비스
정보는 환자 개개인의 병원 선택, 의사, 진료, 사후 관리까지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된 개인의 의료정보는 사회와 기업에 효용적 가치를 제공하는 반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된 의료서비스 정보는 개인에게 직접적인 효용적 가치를 제공할 것이다.

⑤ 신뢰성 높은 의료서비스 정보 플랫폼의 필요성
2013년 WHO가 보고[2]한 McKinsey Quarterly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이동 의료서비스
이용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 규모는 2020년 1,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아시아는 전체의 38%로 글로벌 의료서비스의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신뢰성 높은 의료서비스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 신뢰성 높은 의료서비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국가 간
이동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이용자에게 방문 국가의 의료서비스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을 통한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64%가 지인 또는 친구 추천,
26%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방문을 희망하는 국가의 의료서비스 정보를 얻고 있으며, 에이전시를 통해
해당 국가를 방문하기도 한다. 검증되지 않았거나 신뢰가 떨어지는 의료서비스 정보는 의료 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시스템이 없는 현 의료서비스 시장 상황에서
일부 의료 기관의 과대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에이전시의 비전문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국가 간 이동을 통한 의료서비스 사용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대부분
의료서비스 이용자들은 지인이나 친구 추천 또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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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우스는 무엇인가?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건강
히고 아름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는 의료 및 의약 기술의 눈부신 발전, 첨단화된 의료 장비
등의 기술적 향상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적극적 참여)이 불러온 변화다.
단순한 진단-처방-투약 방식의 진료는 비싼 대면 진료가 아닌 인공지능을 연동시킨 원격의료가 담당하게 된
다. 당뇨나 고혈압 치료제의 단순 추가 처방은 대면 진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모습은 미래가 아닌 미
국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이다.
2016년 초 알파고(Alphago) 쇼크를 안겨준 영국 기업 딥마인드(Deepmind)의 의료 인공지능은 영국의 국가
건강시스템(National Health System)의 수십만 명분 진료기록을 딥러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의료와
IT의 융합은 의료 진단, 치료 등의 의료 행위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은 의료
서비스 특성상 의료인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 행위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의료
행위 이외에도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적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다. 모든 서비스는 같은 내용의
서비스라 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일한 의료기관, 의료진, 진단명
의 환자라 해도 의료환경, 환자의 참여, 의료진의 상태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인간 중심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개인 맞춤형으로 성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질적 향상과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의료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외에 서
비스의 질적 향상이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메디우스는 의료(Medical)에 파이낸스(Finance)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MediFi,메디파이)
의 블록체인 메디컬 플랫폼이다. 병원 예약부터 진료 후 마이데이터 공유를 통한 보상,
진료/치료/진단, 헬스 구독 상품 등 의료 상품 이용까지 모두 한곳에서 이용 가능한
C2E2P (Care to Earn, Earn to Pay) 시스템의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의료경험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기존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소비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변화와 의료 환경을 혁신하고, 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질적 향상
으로 이어지고 질적 향상은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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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문제점
① 국가 의료정책에 따른 의료서비스 시스템
한국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고시만 1천 가지가 넘고, 세부 사항에 따른
심사평가원 심사기준은 1만 가지 이상이다. 또한, 고시와 기준은 수시로 변경되어 의료기관들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아닌 '심평의료'로
불리는 공급 시장 정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②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시스템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3.3명의 의사(한국은 2.2명),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 횟수는 OECD평균
6.7회(한국은 13.2회), 그리고 한국은 평균 진료 시간 5분이다[3].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는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존적 관계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질의 주도권을
제공자가 가지게 된다. 폐쇄적인 의료서비스 시스템 환경 속에서 소비자는 어떤 의료 행위가 어떤 과정과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

Ⓒ 기존 SNS(Social Network Service) 혹은 환자 커뮤니티의 한계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더욱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평판에 대한 정보를 찾기를 원한다. 대부분 많은 사람이 주변 지인을 통해서
물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지만 정보는 불충분하거나 심지어 거짓인 경우가 많다. 광고에 의한 과대포장
정보와 커뮤니티 상의 불분명하고 비전문적인 정보가 만연한 상황이다. 호텔 정보나 레스토랑
정보보다 의료 서비스 광고에 SNS를 통한 거짓 후기가 쉽게 이용되고 있다[4].
그렇다면, 특정 환자 커뮤니티의 경우엔 어떨까?
의료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중의 하나인 미국의 PatientsLikeMe[5]는 200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60만 명의 환자들이 가입되어 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자신과 비슷한 증상의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치료 결과를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5]. PatientsLikeMe는 설립
이후 2017년까지 $130M 투자를 받았고, 예상 수입은 $23.7으로 추정된다[6]. 하지만 PatientsLikeMe와
같은 특정 환우 커뮤니티조차 의료서비스 생태계 구성원인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제약, 보험, 의료기기 회사 등 특정 목적 집단의 이익으로만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 본래의 정보
교환 기능으로서의 한계를 가진다. 그 때문에 실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회원은 가입자의 30%가 안 되고,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 실질적 도움이 적어서인지 커뮤니티의 활동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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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대부분 세계 인증기관 및 국가별 인증기관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한다.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량적 평가
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지만, 조사부터 평가와 발표에 이르기까지 1년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시간 반영이 불
가능하다.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며, 소비자가 느끼는 의료
행위의 적정성,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의료서비스는 생산과 소비에 동시가 이루어지는 즉, 의사와 환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성을 가진다. 의사와 환
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환자의 순응도도 달라지며, 환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최
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의료서비스 소비자 참여 혹은 환자 참여(Patient engagement)가 중요하게 인식
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환자 참여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의료 질 향상에 기
여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참여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평판을 얻게 된다.
실제 Bipartisan Policy Center의 보고에 따르면, 환자 참여는 다음과 같은 항목과 관련이 있다[10].「검사 비용
및 간수 감소」,「추천 횟수 감소」,「수술 횟수 감소」,「처방된 치료법에 대한 순응도 증가」,「향상된 기능 상태
및 빠른 복구」,「높은 만족도」,「높은 수준의 건강 이해력」,「긍정적인 건강 관련 행동 변화의 높은 수준」

의료서비스에 있어 소비자 참여는 환자 중심 서비스의 핵심으로 소비자의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 소비자의 권리이며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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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우스의 최종 미션
“나의 진료 데이터로 세상의 모든 의료를 쇼핑한다”
글로벌 메디파이(MediFi) 커머셜 플랫폼, 메디우스
메디우스는 의료서비스의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서비스 생태계 조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개인 의료정보 보호 및 관리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플랫폼을 단계별로 고도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아가 메디우스 플랫폼의 현지화 전략과 국가간
플랫폼 네트워킹을 통해 K-Medical 수출은 물론 메디컬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의료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메디우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정보 유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①
이용자 경험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① 효용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③ 이용자가 플랫폼에 공유한 경험과 데이터가 보상이 되어
경제적 혜택을 주고, ④ 의료 오픈 마켓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의료 정보와 제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탈중화된 의료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메디우스에 참여하는 소비자, 제공자
모두 보상을 통하여 상호작용 및 시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메디우스의 혁신적
의료서비스 생태계
의료서비스 시스템의 탈중앙화
투명성 높은 블록체인 메디컬
경험의 힘, 소비자에 의한 의료경험 빅데이터
신뢰성 높은 평판시스템
객관성 높은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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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우스의 혁신적 의료서비스 생태계
대부분의 블록체인 메디컬 프로젝트는 중앙화된 환자의 의료정보 탈중앙화를 통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메디우스는 환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 및 공유하고, 의료서비스 정보의 탈중앙화를 통해 규
제나 정책으로부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블록체인 메디컬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한다.
메디우스는 의료(Medical)에 파이낸스(Finance)와 커머셜(Commercial)을 결합해 메디파이(MediFi) 커머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탄생시켰다.
메디우스가 구축한 메디파이(MediFi) 커머셜 생태계 안에서는 이용자들이 병원에서 치료 또는 검사 받은 진료 데이터,
일상 생활 건강 데이터, 의료서비스 경험 등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면, 메디우스 포인트 및 코인(MDUS) 등 경제적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메디우스는 이용자에게 실효성 있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내 최초 온라인 의료 오픈 마켓을 론칭, 누구나 쉽게 의료 정보,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즉, 병원 예약 및 진료부터 마이데이터 제공 보상을 통한 의료상품 이용까지, “#치료받고, #공유하고 #보상받고 #의료
쇼핑까지 모두 한곳에서 가능한, Care to Earn, Earn to Pay”메디우스만의 C2E2P 시스템이 적용된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생태계가 구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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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시스템의 탈중앙화
메디우스는 블록체인 메디컬 SNS 플랫폼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로 구성되는 탈중앙화된 생태계이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1, 2, 3차 의료기관 및 종사자와 의료행위 이외의 서비스
인 약국, 제약, 의료기기 등 의료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상기 의료서비스 제
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다. 이들 개별 주체는 메디우스 플랫폼에서 메디우스 토큰 보상을 통
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투명성 높은 블록체인 메디컬
메디우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메디컬 SNS 플랫폼으로 의료서비스 경험 후기(텍스트, 사진)환자
경험 평가 정보, 개인 건강관리 기록 정보 및 타인에 의한 열람 정보 등이 블록체인에 기록됨으로써，투명성과
신뢰성을 갖는다.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디컬 SNS로 의료서비스 경험 데이터를 공유하
는 서비스와 함께 의료서비스 평판 시스템과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을 제공하여 소비자 목적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추천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을 통한 소비자 상담/예약/계약이 이루어지
고, 평판시스템을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개선과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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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의 힘, 소비자에 의한 의료경험 빅데이터
메디우스는 의료서비스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하여 수집/저장한다.
정형 데이터는 ❶ 국제인증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평가 조사한 결과 데이터 ❷ 환자경험 평가 항목으로 조사한
데이터 ❸ 각 질환별 글로벌 기준 PRO(Patient-Reported Outcome), PRE(Patient Reported Experience) 항목으
로 소비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데이터로 저장된다.
비정형 데이터는 소비자 회원 가입, SNS를 통한 개인 건강관리 기록, 치료 과정 및 경과, 서비스 경험 후기 등록을 통
해 저장되고, 단계별 데이터 수집용 인공지능 챗봇을 통해 국제 표준 PRE/PRO 범주로 맵핑 가능한 형태로 수집/저장
된다. 또한, 의료서비스 사용자는 평가/공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메디컬 SNS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이용자의 서비
스에 대한 공감 또는 의견을 제시한다. 메디우스는 인공지능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 목적으로 메디일지를 통해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다. 메디우스 사용자의 일상생활 패턴 등 종합적인 정보가 메디일지에 담길 것이며, 일지에 필요한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용 인공지능 챗봇이 사용된다. 사용자는 메디일지 작성이나 사용자의 동의 아래 제공된 정보
에 따라 토큰 보상을 받게 되며, 이렇게 수집된 빅데이터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질병 관리 분야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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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높은 평판시스템
메디우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메디컬 SNS 플랫폼으로 병원과 의사에 대한 환자의 경험 평가를
“평판키워드”로 등록하게 함으로써 위/변조할 수 없게 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는다. 또한, 향후 개인의
마이데이터의 기록 및 타인에 의한 열람 정보는 물론 환자 개인의 마이데이터의 유통 및 판매를 블록체인에 기
록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평판 시스템은 정량적 평가 ❶ 정성적 평가 ❷ 평판도 산출 시스템
으로 구성된다.
• 정량적 평가: 메디우스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공식 인증기관의 공개 데이터와 자동으
로 연동 및 업데이트된다. 그 외,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등록하는 데이터는 수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또
한,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PRO, PRE 결과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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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메디우스를 통해 자신의 개인 건강 관리 기록 또는 서비스 이후 경과 의료
경험 후기 등을 텍스트 또는 사진으로 올릴 수 있고, 공감 시스템을 통해 다른 이의 이용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거나 공감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메디컬 SNS 정보를 정량적 평판도 산출에 필요한 항목에 맵핑이 가
능하도록 문답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경험/공감 시스템의 정성적인 평가는 평판도
산출 시스템에서 정량적인 평가로 전환된다.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평판도는 정량화한 경험/공감 시스템의 정성적 평가 점수와 정량적 평가
점수를 통합하여 점수로 산출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평판도 점수는 앞서 기술한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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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높은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평판시스템을 기반으로 플랫폼 사용자 모두에게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는 모든 이용자가 검색/상담으로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추천해 주는 것이다. 메디우스 플
랫폼 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에 개인 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면 소비자는 개인의 요구 사
항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추천 받고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사용자 화면>

인공지능 추천시스템을 통해 플랫폼 이용자의 다양한 빅데이터(의료서비스 활용 패턴, 관심 의료 분야, 개인 복용
약물 정보,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정보 등)를 추가로 수집/저장하게 되며, 이는 평판시스템과 함께 선순환 작용을
함으로써 강력한 메디우스 의료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게 된다.

MEDIEUS 백서

MEDIPOS PTE.LTD

메디우스의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에 포함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인공지능 기반 메디컬 다이어리(이하,
메디일지)이다. 메디일지로 불리는 이 메디컬 일지에 적용된 인공지능은 사용자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한 후
사용자가 메디컬 일지를 작성할 때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사용자가
매일일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인공지능의 학습률을 높여주게 되는데, 이는 질병이 치료된 사람들의 일지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의 올바른 치료, 적정한 의사 선택, 올바른 운동 및 식습관 등을 가지게 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메디우스 플랫폼 구조
메디우스 플랫폼 구성 레이어
메디우스 플랫폼 구성 요소
메디우스 플랫폼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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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우스 플랫폼 구성 레이어
메디우스 플랫폼은 아래와 같은 코어, 서비스 엔진,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구성된다.

① 코어 레이어
코어 레이어는 메디우스의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소비자의 데이터 네트워크로 최신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이다. 메디우스 플랫폼에서 수집, 저장된 데이터의
용량은 매우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은 매우 한정적이다. 따라서 의료
데이터를 비롯한 서비스 경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저장소가 필요하며 이를
코어 레이어에서 제공한다.
메디우스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식별
데이터로만 저장한다. 블록체인에는 데이터의 해시값만을 저장하여 데이터의 소유 및 거래 관계를 기록하고
추적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메디우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되어 전달되는 각종 데이터는 통상적으로
메디우스 개인정보를 제외한 비식별 데이터로만 저장한다. 블록체인에는 데이터의 해시값만을 저장하여
데이터의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통해 메디우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암호화된 후 전달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는 데이터 소유자 외 다른 사람은 실제 데이터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 코어
레이어는 서비스 엔진 레이어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메디우스 코어는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백업 및
복구 시스템을 함께 갖추어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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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 엔진 레이어
서비스 엔진 레이어는 메디우스 애플리케이션과 코어를 연결하고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핵심 기능을
제공한다. 서비스 엔진 레이어는 블록체인을 엔진으로 사용하면서 블록체인 위의 정보를 기반으로 메디우스
코어와 연결을 통해 데이터 입출력 기능을 제공한다. 내부적으로는 크게 평판시스템, 예약/계약 시스템,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 메디우스 평판시스템은 메디컬 SNS를 통한 의료서비스 경험 후기 데이터와 사용자 간 공감 데이터 수집
및분석을 통한 평판도 산출시스템을 거쳐 처리되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평판/평가 시스템이다. 정성적
데이터의 긍정, 부정, 가중치를 통한 수치화로 산출, 저장된다.
• 메디우스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은 메디우스 메디컬 SNS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인공지능 기반 기술이다. 의료서비스 제공자 평판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자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제품 추천 등 개인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챗봇 시스템을
포함한다. 개인 맞춤형 추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알고리즘이 선택되어
학습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또한 챗봇은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고도화된 커뮤니케이션 및 학습을 거쳐
정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메디일지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질병 혹은 증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메디일지에 사용자가 작성하는 데이터는 동일한 질환이나 질병의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받고 있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는지 등 비교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질환이나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사용자들이 매일일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인공지능
의 학습률을 높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학습화 된 인공지능 시스템은 사용자에 어떤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혹은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은
무엇인지실시간으로 정보를 알려주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또한 현재 특별히 앓고 있는 질병이 없는 사용자라 할지라도 메디일지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질환 목표로
설정하고 메디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인공지능 시스템은 당뇨에 걸린 사람들과 병을 극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하고 있고, 복용한 약은 무엇이며 이들의 식습관 운동 습관 등은 무엇인지 데이터를
추적/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당뇨 예방 플랜을 세우고 사용자가
메일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등의 기능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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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계약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기 때문에 위변조 없이 모든 참여 기록이 남는다.

예약/계약 시스템은 스마트 컨트렉트를 기본으로 한다.

Ⓒ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 메디우스 독자 비즈니스

메디우스는 플랫폼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서비스 활동을 함으로써 메디우스 생태계 활성화
에 기여한다. 메디우스 독자 서비스는 제품 판매 등의 상업적 활동이 포함되며, 이러한 서비스는 메디우스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토큰을 지급 수단으로 하여 생태계의 유지 또는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또한,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데이터 제공에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한 질환별 의료서비스(예방, 사후
관리 등), 코칭 등의 공공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그 혜택이 데이터를 제공한 주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토큰 이코노미를 운영한다
• 각종 서비스: Decentralized Application (Dapp)

메디우스 플랫폼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활용하는 모든 응용프로그램, 모바일,
앱, 웹 등의 환경에서 구동되는 모든 형태의 응용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들 응용프로그램은 서비스
엔진 레이어를 통해 플랫폼 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앱 개발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SDK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메디우스 플랫폼과 연결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다.
SDK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후 플랫폼과 함께 공개될 API와 프로토콜을 따른다면 메디우스 플랫폼과 연결
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메디우스를 기반으로 개발될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응용프로그
램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예시에서 좀 더 상세히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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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우스 플랫폼 구성 요소
메디우스는 현재 사용 가능한 플랫폼 중 대중성, 보편성, 확장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플랫폼을 사용할 예정
이다.
메디우스 계정은 일반 사용자 계정과 의료서비스 제공자 계정으로 나누어 실제 역할에 따라 기능과 권한을
부여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자격증명 시스템을 통해 일반 소비자와 제공자를 구분한다. 초기 생태계 조
성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는 기존의 중앙화 된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을 증명한다. 생태계가 안정된 이후에는 이미 인증된 사람으로부터
인증을 받는탈중앙화 방식과 결합한 방식으로 자격 증명 시스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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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우스 플랫폼 차별화

• 의료서비스 소비자 & 제공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
의료서비스 정보 공유 및 유통의 시작은 의료서비스 소비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메디
우스 평판시스템을 통해 합리적이고 개인 맞춤화 된 정보 제공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정부 규제나 명문화된 지표를 통한 의료서비스가 아닌 메디우스 평판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의료 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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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SNS 커뮤니티
환자의 의료경험 공유를 기반으로 병원-의사-환자 사이에 자동적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 지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 이는 타깃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모델로 확장이 가능하다. 메디우스는 커뮤니티 기반의 의료 커머셜로
성장할 계획이다.

• 개인 맞춤형 추천 판매
환자의 의료경험 공유를 기반으로 데이터화 된 개인의 진료 정보 및 건강정보 등 마이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 의료 파이낸스
플랫폼 이용자 동의 아래 제공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또는 병원 등 의료 기관이 상품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데이터 제공자에게 수익이 분배된다. 또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도 이용자 개인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수익은 메디우스 플랫폼 상에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캐시로 지급되며, 이는 메디우스
코인(MDUS)로 연동이 가능하다. 또한, 메디우스 마일리지 보유 수량에 따라 차등 혜택을 제공한다. 메디우스는
의료 Finance 개념을 도입해 외국인 환자의 경우 메디우스 플랫폼상에서 메디우스 코인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 밖에도 단계적으로 메디우스 코인을 활용해 미용 성형을 위한 적금 또는 대출 개념의 서비스 등도 출시할
예정이다.

• 메타버스 원격 진료
메디우스는 메디컬 다이렉트 플랫폼 ㈜비앤에이치코리아(BNH KOREA)와의 제휴를 통해 병원 및 의료기
관의 네트워크를 활용/운영된다. ㈜비앤에이치코리아는 현재 대학병원, 종합병원, 검진센터, 전문병원,
성형외과 및 개인 병원 등 국내 약 100여 개의 병원 및 의료기관과 제휴되어 있다. 또한 향후 싱가포르,
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병원과 의료 기관과 제휴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할 예정이다.

• 메디우스 제휴 의료기관
메디우스는 메디컬 다이렉트 플랫폼 ㈜비앤에이치코리아(BNH KOREA)와의 제휴를 통해 병원 및 의료기
관의 네트워크를 활용/운영된다. ㈜비앤에이치코리아는 현재 대학병원, 종합병원, 검진센터, 전문병원,
성형외과 및 개인 병원 등 국내 약 100여 개의 병원 및 의료기관과 제휴되어 있다. 또한 향후 싱가포르,
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의 병원과 의료 기관과 제휴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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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비앤에이치코리아 제휴의료기관
구분

내용

종합병원

건국대학교병원，카톨릭대 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카톨릭대 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 서울병원, 대항병원, 이대서울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대전선병원, 유성선병원

건강검진

여의도성모병원 건강증진센터, 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세브란스 체크업 하나로의료재, KMI, 세란 검진
센터, 메디체크, 메디피움, 창덕의료재단, 필립의원, 우리병원, 천안의료원, 삼성조은병원, 서울아산병원건강증
진센터, 한국의료재단, 차움건진센터

전문병원

서울스폐셜수면의원, 나누리병원, 차움의원, ㈜차바이오텍, 이윤수&조성완 비뇨기과, 강남삼성드림이 비인후
과, 남기세병원，대항병원，365mc, 맨 남성의원, 세종병원, 강남베드로병원, 세종병원, 윌스기념병원, 토마스
의료재단, 비에비스나무병원

성형

허쉬성형 외과 드림 성형외과의원, 그랜드성형외과병원, 리본성형외과, 루비성형외과 강남고운세상성형외과,
이지앤성형외과병원, 글로벌성형외과, 브라운성형외과, 인터내셔널 이미지업성형 외과, 압구정서울성형외과
의원, 위드성형외과의원, 로미안 성형 외과, 디에이 성형외과, 기린 성형 외과, 아이페이스 성형외과의원, 플
로라성형외과의원, 더성형외과, 디바성형외과원, 리엔장성형외과의원, 제이제이 홍진주성형외과, 미소유성형
외과의원, 그레이스성형외과, GK이원, 바노바기 성형외과, 유로성형외과 피부과, 에스씨301의원, 삐당기 의
원, 삐땅기 이나영 에스테틱, 코미인의원, 티엘성형외과, 삼성라인성형외과, JK성형외과, 봉봉성형외과, 별
이 성형 외과, 원진성형외과, BK성형외과, 오앤영성형 외과, 글로비성 형 외과, 나무성형외과, 4월31일성형
외과,
모제림성형외과

피부, 치과
안과

청담오라클피부과, 김성완피부과, 리더스피부과, 씨앤씨 피부과, 세련의원, 강남고운세상피부과의원, 그레이스
의원, 아름다운 나라 피부과, 밝은성모안과,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글로리 서울 안과, 밝은눈 안과, 서울부산
밝은세상안과, 신촌다인치과, 뉴페이스치과, 후즈후치과, 에스플란트 치과, 더블유와이치과의원, 양치과의원

한의원

동백 미즈한의원, 광동한방병원, 이문원 한의원, 명옥헌 한의원, 대자인한의원, 자생한방병원

• 메디우스 제휴 파트너 약국 IT 서비스 전문 기업 ㈜ 크레소티와의 제휴를 통해 팜페이 서비스를 연동하여 메디우스 플랫폼 내에
서 토큰으로 의약품 구매,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크레소티가 최근 인수한 데일리몰을 통해
소비자/의료기관 대상 의약품 유통 데이터 공유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의약품 추천/판매 서비스 연동이
가능하다.

메디우스의 생태계와
토큰 이코노미
메디우스 생태계
메디우스 생태계 가치
메디우스 생태계 개념
생태계 참여자
메디우스 생태계 성장 및 확장
메디우스 프로토콜
메디우스 플랫폼

메디우스 포인트 및 토큰 보상체계
메디우스 토큰 보상체계
메디우스 포인트
포인트 적립 체계
메디우스 회원 등급
수수료율
토큰 발행
토큰 분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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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우스 생태계
메디우스 생태계 가치
메디우스(MEDIEUS)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생태계의 변화
를 유도하고자 한다. 즉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축적된 탈중앙화된 개인의 의료 정보 및
경험은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기업에 효용적 가치를 제공하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 시스템의 혁신을 이끌어 이용자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메디우스는 생태
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의료서비스 소비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① 진료데이터의 탈중앙화 – 마이데이터
의료데이터(정부 및 기관 주도), 진료데이터, 헬스케어데이터 중 메디우스는 진료데이터에 초점을 둔다.
정부나 의료 기관 중심의 진료데이터를 탈중앙화함으로써 데이터 주권을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한다.

② 마이데이터 금융화 (MediFi, Medical+Finance)
데이터가 경쟁력이고 돈이 되는 마이데이터 시대이다. 메디우스는 마이데이터 제공 및 공유에 대하여
메디우스 포인트와 코인 등 유/무형의 가치로 보상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Care to Earn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용자는 마이데이터 공유와 플랫폼 활동 및 기여도에 따른 보상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보상 수준에 맞는 멀티 멤버십 자격을 부여하고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③ 의료서비스의 상품화, 국내 최초 온라인 의료 오픈 마켓
기존의 중앙화된 의료서비스 시스템은 폐쇄적이고 환자의 의료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메디우스는 국내 최초 온라인 의료 오픈 마켓을 통해 의료, 헬스 케어 관련 상품뿐만이
아니라 진료, 진단, 치료 기술까지 NFT로 발행해 거래 가능하게 하고, 상품 정보, 가격 정보 등을
투명하게 제공해 누구나 손쉽게 쇼핑을 하듯 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마이데이터 기반의 의료서비스 개인화
메디우스는 기존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이 SNS 채널과 같이 병원-환자-의사 간
소셜네트워킹을 통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용자의 의료경험 공유를 통해서 병원-환자의사가 자동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상호간의 자발적 활동으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 이는
타킷별로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이 가능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커머셜로 성장도 가능하다.

⑤ 플랫폼의 글로벌화
메디우스는 K-MEDICAL을 선도하는 글로벌 의료 플랫폼으로 성장한다. 메타버스 원격 진료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메디우스 플랫폼 프로토콜을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화 하여 수출한다.
또한 플랫폼 연동을 통해 국가간 의료 서비스 이용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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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우스 생태계 개념
메디우스는 의료(Medical), 파이낸스(Finance), 커머셜(Commercial)이 결합된 메디파이(MediFi) 커머셜
플랫폼이다. C2E2P(Care to Earn, Eran to Pay) 시스템의 메디우스만의 프로토콜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어 있고, 생태계 참여자들이 마이데이터 제공, 활동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보상)으로
포인트를 획득하고, 획득한 포인트를 실생활에 유용한 유형 또는 무형의 가치로 교환/이용하는 곳이다.
메디우스 생태계는 플랫폼 가입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이용자는 메디우스를 통해 나에게 맞는 최적의
병원, 검진센터, 의료진을 찾아 예약 후 진료받을 수 있으며, 병원 내원 후 받은 진단서, 진료 영수증, 검진
결과, 처방전과 같은 나의 진료데이터, 식습관, 운동 습관, 일상 건강 기록 등 마이데이터를 제공하고
공유하면 메디우스 포인 등으로 보상을 받는다. 메디우스 이때 보상 받는 메디우스 포인트는 운영 정책에
따라 메디우스 코인(MDUS)로 교환도 가능하지만, 메디우스가 구축한 온라인 의료 오픈 마켓을 통해
NFT로 발행된 진료 상품, 치료 상품, 진단 상품을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용하고, 헬스 관련 구독 상품,
운동, 건강, 식품, 미용 등 다양한 의료/헬스케어 상품을 누구나 손쉽게 쇼핑하듯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메디우스 생태계는 참 여자와 함께 성장하고 가치가 상승한다. 메디우스는 생태계 안에서 공유되는
모든 활동과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록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한다.
메디우스는 생태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메디우스 코인(MDUS)을 보유한 유저에게도 생태계 성장에 따
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유 기간에 따른 혜택이나 메디우스 코인의 실 사용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구
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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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우스 생태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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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참여자
메디우스 생태계는 앱이나 웹을 통해 플랫폼 가입을 하면 참여할 수 있다. 메디우스 생태계 이용자는 크게 1)
생산자, 2)소비자, 3)의료서비스 제공자(병원, 의사), 4)제휴(파트너) 기업으로 나뉘어 크게 4가지 집단 개념으
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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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자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 생산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 소비
자도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병원, 제휴 기업도 생산자가 될 수 있다. 가령, 소비자가 데이터를 병원 또는 제
휴 기업에 제공할 경우, 콘텐츠를 생산에 플랫폼에 제공할 경우 생산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의사가 환자를
위한 콘텐츠를 생산해 제공할 경우 혹은 제휴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자도 동
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후기를 쓰거나 메디일지 등에 나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생성해 공유하는 등 데이터 생산 및 콘텐츠 활용에 기여하는 모든 이용자가 생산자이다.
생산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콘텐츠는 제공한 양과 가치 등 기여도에 따라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 포
인트(MD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 수준은 뒤에 다시 기술하겠다.
2) 소비자
메디우스 생태계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등 플랫폼 사용자를 소비자라고 한
다.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 소비자들은 적립된 포인트 또는 코인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휴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등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격 진료 서비스(현재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문진 서비스 가능), 사전 상담/문진 서비스(성형과
같이 전문가 상담이 선행되는 분야), 모바일 건강검진 사전 예약 서비스, AI 질병 예측 서비스 등과 같은 의
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휴 기업의 서비스(ex. 헬스장 이용, 1:1 PT 서비스,
위홈 서비스 등)를 이용하거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적립된 포인트를 지급/구매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 진행되는
캠페인에 기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캠페인에 기부한 포인트는 다시 일정 부분 포인트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선순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의료서비스 제공자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의사를 칭한다.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메디우스 플랫폼
입회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제
공자는 메디우스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건강검진 사전 예약 서비스(현재 B2B 대상 진행),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 진료, 사전 상담/문진 서비스(성형외과 상담 등), AI 질병 예측 서비스, 의료 관련 콘텐츠 제공, 메디우
스 플랫폼을 통한 병원 홍보 및 의사 리쿠르팅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의료
서비스 이외에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온라인 및 SNS에 게재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평가로 인한 환자 감소 및 의료서비스 제공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의료 서비스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 또한 메디우스 프로토콜
을 이용하며, 획득한 포인트를 서비스 이용이나 수수료 지급, 기부 등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MEDIEUS 백서

MEDIPOS PTE.LTD

4) 제휴(파트너) 기업
제휴(파트너) 기업은 메디우스 생태계와 연관된 서비스 또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휴 기업의 서비스 또
는 제품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노출된다. 제휴 기업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수수료) 메디우스 제휴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거나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고 평가
가 좋을수록 이에 따른 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며, 해당 기업이 콘텐츠 혹은 메디우스 회원에게 특
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도 일정 부분 포인트로 보상을 받게 된다. 제휴 기업은 메디우스 회원을 대상
으로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고, 제품을 구매한 회원에게 보상 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해서 메디우스 코인을 보
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은 코인을 통해서 고객에게 보너스 포인트를 지급하는 데 활용하거나 메디
우스 플랫폼 안에서 광고 수수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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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우스 비즈니스 모델
메디우스 생태계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유지되고 성장한다. 생태계 참여자가 증가하
면 그로 인해 공유할 수 있는 수익과 생태계 가치가 커지고, 참여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지는 선순환
적인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구조에서 생태계가 성장할수록 토큰의 가치도 비례해 성장한다.

메디우스는 나의 진료/건강 데이터가 돈이 되는 플랫폼
돈 벌에서 세상의 모든 의료를 쇼핑하는 메디파이(MediFi) 커머셜 플랫폼이다.
C2E2P 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착용하고 있다.
Care to Earn: #치료받고 #공유하고 #보상받자
Earn to Pay: #보상받고 #의료 쇼핑하자!

이용자가 제공한 진료/건강 데이터는 블록체인 상에 안전하게 기록이 되고 관리/보관이 된다. 플랫폼
이용자는 플랫폼 상의 기록된 데이터로 개인 건강 통합 이력 관리도 가능하지만, 사용자 동의아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면 메디우스 코인으로 보상받는다. 메디우스는 최근
안정적으로 생태계 참여자를 확대하고 데이터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 및
마케팅 활동, 메디컬 캠페인 등의 B2C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니라 B2B 영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비즈니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최근 LGU+, 신한금융그룹, 농협 등 국내 메이저 기업과 모바일
건강검진 입점 제휴 계약을 잇달 아 성공시켰으며, 다른 기업과도 제휴 진행 중에 있다.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우스 비즈니스 활동으로 생태계 참여자들은 단기간 내 큰 규모의 확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메디우스 금융, 항공, 유통 업계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객 보상 포인트 제도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한다. 마이데이터 공유, 활동 및 기여도에 따라 보상받은 메디우스 포인트는 멤버십
등급을 유지하는 기준이 되며, 메디우스 코인(MDUS)로 교환이 가능해 오픈 마켓 이용 및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활용처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메디우스는 이처럼 플랫폼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메디우스 포인트와 코인이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도록
사용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생태계와 연동 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설계하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 글로벌마켓 인사이트 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2020넌 130조 원에서
연평균 29.6% 늘어나 2025 년엔 6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디우스는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사업자들과 협업을 통해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접목할 계획이다.
메디우스 생태계 확장은 코인이 거래소 등 생태계 외부로 쉽게 빠져나오지 않는 장치가 되며, 동시 에 토큰
생태계가 지속해서 순환되는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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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우스 프로토콜
메디우스 플랫폼
메디우스 생태계는 플랫폼 가입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생태계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한다.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 모든
참여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이용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고, 생태계 참여나 스스
로 유/무형의 가치를 생산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1) 의료 서비스 이용, 2) 데이터의 저장, 관리, 제공(교류), 3) 정보 검색, 4) 생태계 참여자 간 네트워킹, 5)
콘텐츠 생산 및 제공(교류), 6)메디우스 프로토콜, 광고 및 플랫폼 이용에 따른 수수료 등 결제, 7) 포인트 교
환, 정산 등의 월렛 기능, 8) 제휴 혹은 파트너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및 이용 기능, 9) 상시 및 비
상시 기부 캠페인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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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이 제한된 코인이 지속해서 선순환 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Pool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메디우
스 Saving Pool과 Donation Pool이 바로 그것이다. 메디우스 Saving Pool은 생태계에서 발생한 일정 부분
의 매출 및 광고 수수료, 코인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이 저장된다. Saving Pool에 저장된 코인은 일정 기간
락업이 유지되어 유통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Saving Pool에 저장된 코인 중 생태계 운영 물량을 제
외하고 20%는 유보금으로 비축해 생태계 기금처럼 활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Donation Pool은 생태계 참여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저장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상시/비상
시 모금되는 기부금은 Donation Pool에 비축이 된다. 비축된 기부금은 생태계 가치 상승에 따라 기부금이
증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락업이 유지되어 유통량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다. Donation
Pool에 저장된 기부금은 메디우스 캠페인을 통해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에 전달되며, 생태계 참여자들은
기부금에 따라 세액 공제 비율만큼 포인트로 환원해서 지급받게 된다.
토큰 이코노미 적용 및 수익 발생 시점부터 매달 메디우스 pool에 저장되는 물량은 참여자에게 공개되어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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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우스 포인트 및 토큰 보상체계
메디우스 토큰 보상 체계
메디우스 생태계 참여자는 데이터 제공, 콘텐츠 생산, 메디컬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기부 활동, 제휴 기업
서비스의 마켓플레이스 이용, 참여자와의 네트워킹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통해서 포인트를 보상받을 수 있
다. 카테고리별로 포인트 적립률은 상이하며, 해당 적립률은 4.3.3에서 안내하는 포인트 적립 체계를 통해
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참여자의 보상 체계는 플로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플로어는 생태계 확장,
프로토콜 운영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다.

1) 소비자
메디우스 프로토콜 안에서 소비자가 생산하는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 메디컬 데이터, 기타 데이터로 구분
된다.
병원 방문 후 작성하게 되는 후기, 회원 가입 시 제공하는 인구통계학적 정보 및 기타 일반적인 데이터는 일
반 데이터에 해당하여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다. 메디우스가 제공하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메디일지
를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이다. 진단서, 진료비 세부 영수증, 건강검진 결과와 같은 나의 진
료 데이터와 매일 작성하는 운동 및 식습관 일지, BMI 기록과 같은 헬스 데이터 등이다. 진료 데이터와 헬
스 데이터는 메디컬 데이터로 분류되어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다. 기타 데이터는 소비자가 병원/의사/기업
이 학술 및 연구,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참여자 동의 후 제공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메디우스 프로토콜 안에서 소비자도 무료/유료 콘텐츠를 생산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병원, 의사 등 전문가 집
단이 아니어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의학, 헬스케어 관련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공유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유료 콘텐츠의 경우 스스로 데이터의 가치를 측정해 비용을 산정할 수 있
으나, 플랫폼 사전 평가 시스템을 통해 인증받은 데이터만 유료 콘텐츠로 업데이트되어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사전 문진,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 진료 서비스와 같은
메디컬 서비스 이용에도 포인트가 적립된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또
는 제품 구매 시 구매 시 일반적인 쇼핑몰 체계와 비슷하게 이용한 금액의 일정 수준을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상시/비상시 진행되는 기부 캠페인에 참여 시 기부금 세액 공제율과 동일한 수준에서 포인
트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상 체계는 아래 플로어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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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의사
병원과 의사의 보상 체계는 유사한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1인 의사 체제로 운영되는 개인병원의 경우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단, 제공되는 데이터 수준 및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병원/의사가 제공하는 일반 데이터는 병원 소식, 병원 정보 업데이트, 개인 학술 및 학회 활동, 진료 정보 등
이 해당한다. 환자의 건강 검진 결과, 기타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의료 법
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는 메디컬 데이터에 해당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병원 또는 의사도 프로토콜 안에서 콘텐츠 생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메디우스에서 요청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인터뷰, 의료 콘텐츠 제공 시 인터뷰 및 원고료 기준으로 메디우스 생태계를 통해서 보
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 병원/의사가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소비자
와 동일하게 유료 콘텐츠의 경우 스스로 데이터의 가치를 측정해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나, 플랫폼 사전 평
가 시스템을 통해 인증받은 데이터만 유료 콘텐츠로 업데이트되어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사전 문진,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 진료 서비스와 같은
메디컬 서비스 제공에도 제공하는 수준과 범위에 따른 포인트가 적립된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휴 기업
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또는 제품 구매 시 구매 시 소비자와 동일하게 이용한 금액의 일정 수준을 포인트
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병원 또는 의사가 제휴 기업을 통해 단체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품 구매 시 계
약이 체결될 경우 그에 맞는 수준의 포인트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병원 또는 의사도 상시/비상시 진행되는 기부 캠페인에 후원 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 대상을 연계
해줄 수 있다. 모든 활동과 기여도에 따라 기부금 세액 공제율과 동일한 수준에서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
다. 자세한 보상 체계는 아래 플로어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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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기업도 다른 생태계 참여자와 동일하게 일반/메디컬 데이터를 생산해 제공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일
반 데이터는 단순 기업 소개 및 정보가 해당한다. 학술/연구 목적으로 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 기타 개
인 정보 및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데이터는 메디컬 데이터로 분류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업 또한
무료 및 유료 콘텐츠를 생산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콘텐츠는 병원/의사와 동일하게 비영리 목
적으로 진행하는 인터뷰, 건강/헬스케어/기타 콘텐츠 등도 원고료, 인터뷰료 기준에 해당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업 특성에 따라서 유료 학습 영상, 자료 등을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플랫폼 사
전 평가 시스템을 통해 인증받은 데이터만 유료 콘텐츠로 업데이트되어 측정한 가격 수준에 따른 보상을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임직원이나 제휴 고객이 메디우스 플랫폼을 통해 건강 검진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계약
이 체결되면, 체결 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포인트를 계약 기업의 우대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기업 또한 적립된 포인트로 광고 수수료로 활용하거나 플랫폼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메디우스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타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경우, 대량 구매 시 공급가
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이 캠페인에 후원 기업 또는 비상시 기부 활동에 참여 시에도 세액 공제 비율로 포인트를 보상받을
수 있다.

4) 네트워킹
메디우스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반의 메디컬 SNS 플랫폼이다. 메디컬 SNS 플랫폼을 지
향하는 플랫폼 안아서 가장 큰 장점은 참여자 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생태계 안에
서 모든 참여자는 활동 형태에 따라 포인트를 보상받거나 혹은 이용료 형태로 메디우스 플랫폼 수수료
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보상 체계와 중복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상 체계를 별
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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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우스 포인트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 포인트는 교환 비율에 따라 코인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포인트 보유
기준은 회원 등급 및 혜택을 받는 기준이 된다. 더불어 생태계 내부에서 포인트를 활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의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는 현금(카드)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포인트를 활용해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포인트의 활용처나 보유 가치 확대는 생태계 참여자가 포인트를 받아 즉시 메디우스 코인으로 교환해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토큰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함이다.

포인트 교환
메디우스 생태계 이용자들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스스로 생산하고 활동하며,
인센티브로 메디우스 포인트를 받게 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 또는 제품을
이용하는데 할 수 있으며, 생태계 내/외부에서 경제적 가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적립되면 아래 교환 공식에 따라 메디우스 코인으로도 교환할 수 있다.
단, 포인트를 코인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어야 코인으로 교환이 할
수 있다.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는 포인트는 일정 수준에 코인으로 교환이 할 수 있다. 이는 포인트를
코인으로 무분별하게 즉각 교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모든 포인트가 즉시 코인으로 교환되면
코인 가치가하락하고, 생태계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인트가 코인으로 교환 가능한 시스템적 한계 수준을 마련하고, 회원 등급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포인트 유지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를 지속해서 건전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포인트
성장에
구축할
더불어

적립 체계, 코인 교환 비율 및 한계 등은 비즈니스 실행 수준 및 수익 창출과 코인 가치
따라 조정될 것이며, 지속해서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등 유동적인 비율로
예정이다.
관련한 모든 사항은 커뮤니티와 백서,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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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 체계
메디우스 포인트의 적립률은 메디우스 생태계 활동 수준이나 서비스 이용 범위에 따라 A (Action),
C (Contents), M (Medical), S (Service), D (Donation) 총 다섯 가지 Level 체계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또한, 모든 포인트 적립률은 회원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 A (Action) Level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는 모든 참여자는 데이터를 제공하면 A Level 체계가 적용된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A Level 체계는 포인트 적립률이 가장 높게 적용된다. 단, A Level에서도 제공되는 정보의 수준(개인 정보
또는 기본 정보)에 따라 다른 적립률이 적용된다.
① Basic: 생태계 이용자가 기본 정보(인구 통계 학적 정보, 회원 가입 등), 병원/의사/기업의 기본 정보 및
프로필 업데이트 시, 후기 등록 시 등 의료 정보 또는 개인 식별 정보가 이닌 기본 데이터 제공 시 A Level
안에서도 Basic 수준의 적립률이 적용된다.
② Special: 메디일지에 등록하게 되는 처방전, 진단서, 병원 진료내역서, 건강검진 결과, 운동 및 식급관
등 개인 진료 정보 혹은 헬스 정보를 입력할 경우에 해당된다. 진료 및 헬스케어 데이터 외에도 고유 식별
정보, 혹은 병원/의사/기업 등 단체에서 학술 및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동참할 경우
Special 수준의 포인트 적립률이 적용된다.

2) C (Content) Level
C Level 체계에서는 콘텐츠 생산에 따른 포인트가 지급된다. 콘텐츠는 크게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Basic 콘텐츠와 유료로 제공되는 Special 콘텐츠로 나뉜다.
① Basic Content: 생태계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이다. 주로 메디우스가 기획하여 제공하는
콘텐츠로 전문가 인터뷰, 의학 정보, 건강 관련 유용한 정보 등이 해당한다. 생태계 이용자들에게는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지만, 콘텐츠 제공자(또는 인터뷰 참여자)에게는 C Level 체계에 맞는 보상 포인트가 지급된다.
② Special Content: 메디우스 생태계 이용자들은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여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다.
단, 플랫폼에 제공되는 콘텐츠는 메디우스 승인을 거쳐 게시될 수 있다. 스페셜 콘텐츠는 사용자가 직접
본인 콘텐츠의 가격을 정하고 회원 간의 다이렉트 콘텐츠 거래에 따른 포인트가 지급된다. 가령, 콘텐츠
제공자가 5포인트에 콘텐츠를 게시하면, 사용자들은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5포인트를 결제하고 열람이
가능하다. 무분별한 가격 측정을 막기 위해 콘텐츠는 종류에 따라 가격의 상한선이 지정되며, 수익의 일부를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메디우스에 지급하게 된다. 해당 수수료는 메디우스 Pool에 적립되어 생태계 유지 및
이용에 사용된다. 또한, 콘텐츠가 유료 콘텐츠로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스페셜 콘텐츠는 메디우스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만 게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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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 (Medical) Level
메디우스 생태계 참여자들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M Level 체계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사용자가
메디우스 플랫폼을 통해 건강 검진을 신청하거나, 병원의 예약, 사전 문진 또는 상담(성형 상담 서비스 등),
원격 진료 서비스 이용(외국인 환자 전용)할 경우 M Level 체계의 포인트를 보상 받을 수 있다.

4) D (Donation) Level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는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하여 정기/비정기 후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기 캠페인은
주요 질환을 주제로 진행하며, 플랫폼을 방문해 질환과 관련한 퀴즈를 풀면 챌린지에 성공해 후원금이
적립된다. 또한 적립된 후원금만큼 매칭 기프트 형태로 캠페인 참여 기업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비정기적으로 생태계 참여자들이 적립한 포인트 중 일부를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한 포인트는
생태계 내부의 Donation Pool에 축적이 되며, 후원 기관에 사용된다. D Level 체계에서는 참여자들이
기부한 금액에 따라 기본 세액 공제율(현행 15%, 기본 세액 공제율이 바뀌면 조정 가능)이 다시 포인트로
적립된다.

5) S (Service) Level
S Level 체계에서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휴 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경우 해당
적립률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된다. S Level 체계에서는 포인트 적립률은 기존의 대형 마트, 온라인 스토어의
포인트 적립 체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상/적립된다.
포인트 적립률은 메디우스 생태계 확장 및 실제 서비스 론칭 후 상세히 공지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해서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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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메디우스 포인트 지급 체계]

Level 체계

A (Action)

포인트 내용

데이터 제공

비고
• Basic: 기본 정보(인구통계학적 정보,
회원 가입 등, 병원/의사/기업 프로필
소개 자료 업데이트, 후기 등록으로 제
공 되는 정보
• Special: 개인 정보: 메디컬 정보(메디
일지), 고유 식별 정보, 기업/병원/기업
등 학술 및 연구 목적으로 참가자 동의
하에 제공된 정보
• Basic: 무료 콘텐츠 해당 콘텐츠 제공
적립률에 따라 보상으로 포인트 지급

C (Contents)

콘텐츠 생산

• Special: 유로 콘텐츠가 해당 유료
콘 텐츠는 메디우스 승인 후 게재 가능,
제 공가의 상한선 지정, 수익의 %를
플랫폼 이용료 수수료로 지급. 해당
수수료는 메디우스 풀에 적립
유료 콘텐츠 가치는 생산자가 지정
회원 간의 다이렉트 거래 콘텐츠에 따른
포인트 지급
※ 단, 유로 콘텐츠는 메디우스 승인 후
게재 가능, 제공가의 상한선 지정, 수익의
일부를 플랫폼 이용료로 지급

M (Medical)

의료 서비스 이용

D (Donation)

기부 캠페인 참여

• 회원 등급에 따른 적립률 차등 반영

• 기본 세액 공제율 15%를
• 따른다
• • 회원 등급에 따른 추가 적립률
• 차등 반영
•

S (Service)

제휴 기업 또는 서비스 구매 및 이용 - 회원 등급에 따른 적립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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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우스 회원 등급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는 보유한 포인트 수준에 따라 회원 등급이 나눠진다. 이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소비한 금액에 따른 것이 아닌 활동과
기여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즉 생태계 확장 및 가치를 높인 참여자들에게 더
높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이다. 또한 이는 생태계 안에서 포인트는 단순히
코인으로의 교환 가치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며, 포인트 자체만으로도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메디우스 프로토콜에서는 포인트의 보유 정도에 따라 총 6등급으로 나눠진다. 회원
등급에 따라 적립률 및 부가 혜택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단, 생태계 참여 시점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Silver 등급까지의 상향을
가능하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자본에 따른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등급 상향의 제한선을 마련해
Silver 등급 이상은 제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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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메디우스 회원 등급 및 혜택]

메디우스 회원 등급

등급

Green(New)

Bronze

MP 포인트

신규 가입~

추후 공개

혜택

Green 등급 포인트 적립률 및 수수료율 적용신규
가입 혜택 등 부가 혜택 제공

Bronze 등급 포인트 적립률 및 수수료율 적용
일정 수 량 토큰을 보유하 고있을 경우
등급 상향 및 유지가능
기타 부가 혜택 제공

Silver

추후 공개

Silver 등급 포인트 적립률 및 수수료율 적용
일정 수량 토큰을 보유하 고 있을 경우 등급 상향
및 유지가능
기타 부가 혜택 제공

우수 회원 단계

Gold

추후 공개

Gold 등급 포인트 적립률 및 수수료율 적용
우수 회원 부가 혜택 제공

VIP 단계
Platinum

추후 공개

Platinum 등급 포인트 적립률 및 수수료율 적용VIP
회원 부가 혜택 제공

VVIP 단계
Diamond

추후 공개

Diamond 등급 포인트 적립률 및 수수료율 적용
VVIP 회원 부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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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나 제품을 공급할 경우, 광고를 진행할 경우
일정 부분에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수수료는 메디우스 생태계를 유지하는 MEDIEUS Saving
Pool에 유치된다. 수수료는 크게 광고 수수료, 플랫폼 이용 수수료, 마켓플레이스 입점 수수료, 기타
수수료 등 총 4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모든 수수료는 메디우스 코인으로만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내에서 영리 목적의 활동 시에는 메디우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메디우스 생태계 안에서 회원 등급에 따른 혜택이 적용되고 다른 비율로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다.
메디우스 생태계 확장 및 실제 서비스 론칭 후 상세히 공지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해서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도표: 메디우스 수수료율 체계]
구분
광고 수수료

플랫폼 이용 수수료

마켓플레이스 입점 수수료

기타 수수료

내용
플랫폼에 광고 노출 시 발생하는 수수료

플랫폼에서 유료 콘텐츠를 노출시키거나 기타 영리목적의 활동 진행 시 플
랫폼 이용 수수료 발생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또는 제품 판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
네트워킹을 통해 플랫폼 내에서 실제 리쿠르팅이 발생 시 고용주가 플랫폼
에 지불하게되는 수수료 등 생태계 안에서 필요시 발생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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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발행
메디우스 토큰의 최대 발행 최대량은 4,000,000,000개로 하며, 크레이튼 메인넷을 이용하여 발행하였다.
토큰별 정확한 교환 비율은 추후 코인 발행 이전에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Pre-Sales 기간 동안 참여자에게 분배되는 토큰은 전체 발행의 15%이다. 종료 후 미분배 잔여 토큰은 전량 소
각한다.

Topic

Description

Token Name

MEDIEUS

Symbol

MDUS

Total Supply

4,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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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분배 계획
① 메디우스 토큰 분배
토큰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메디우스 생태계 내의 구성원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Token Allocation Chart

Token Sale

Reward

Founder and Team

Advisors

Partners

Company Reserved

<메디우스 토큰 분배 차트>

참여자에게 분배되는 토큰은 전체 발행량의 15%이다.

파운더와 팀에 분배되는 토큰은 전체 발행의 20%이다.
1) 파운더 : 상장 후, 6개월 후 할당물량의 5%가 분배되며, 이후 6개월마다 5%씩 유통된다.
2) 팀: 활동 시기에 따라 기수별로 운영한다. 기수별 기본 물량+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로

물량을 지급한다. 기수별 할당 물량을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 리저브로 귀속된다.
팀원 변경 시 새로운 팀원은 참여 기간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토큰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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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바이저에 분배될 토큰은 전체 물량의 3%이다.
어드바이저는 의료, 기술, 비즈니스 3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메디우스의 경영고문의 별도로 구성하되, 어드바이저와 중복될 수 있다.
어드바이저는 활동 시기에 따라 기수별로 운영한다. 기수별 기본 물량+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로 물량을
지급한다.

메디우스의 국내외 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 개발 또는 사업적 파트너사에 분배될 토큰이다
- 블록체인, AI, 메타버스 등 기술 개발 파트너
- 메디우스 서비스 연동 및 메디우스 코인(MDUS) 결제 등 의료 법인 파트너
- 메디우스 진료 정보 연동 등 약국 체인 파트너
- 해외 환자 유치 등 해외 파트너

메디우스 생태계 규모 확장 등에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존되는 토큰으로 전체 물량의 20%가
분배된다.

메디우스 이용자 활동을 위한 보상정책으로 사용되며 전체 물량의 30%가 분배된다.
리워드 물량은 크게 3가지로 운영된다.
- 메디우스 플랫폼 내 활동에 따른 보상
-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등의 프로모션
- 토큰 보유자를 위한 보상

MEDIPOS PTE.LTD

MEDIEUS 백서

② 메디우스 토큰 유통
메디우스 토큰은 분기별로 다음과 같은 수량으로 메디우스 생태계 내의 구성원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분기

락업 해제 수량

누적 유통 수량

2021년 4Q

2,080,000

2,080,000

2022년 4Q

800,625,000

802,705,000

2023년 4Q

1,318,420,000

2,121,125,000

2024년 4Q

1,023,175,000

3,144,300,000

2025년 4Q

282,100,000

3,426,400,000

2026년 4Q

112,650,000

3,539,050,000

2027년 4Q

123,250,000

3,662,300,000

2028년 4Q

118,700,000

3,781,000,000

2029년 4Q

83,000,000

3,864,000,000

2030년 4Q

68,000,000

3,932,000,000

2031년 4Q

68,000,000

4,000,000,000
4,000,000,000

메디우스 서비스 예시
서비스 대상과 분류
이 외 가능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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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과 분류
① 병원/의사 평판 키워드 검색 서비스
메디우스 플랫폼은 현재 사용자 경험 기반의 평판 키워드 분석을 통해 병원/의사/검진센터를 추천해 주는
메디컬 통합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메디우스는 전국 70,000개 병원과 50,000개 의사 DB를
보유하고 있다.

② 개인 맞춤 병원 추천 서비스
메디우스 플랫폼을 통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요구와 목적에 맞는 병원이 추천되고 소비자는 추천된 병원 중
선택하여 맞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메디우스 플랫폼의 투명성, 신뢰성을 통해
의료서비스 과정, 사후 관리 등을 믿고 이용할 수 있다.
성형 뷰티 분야의 개인 맞춤 병원 추천 서비스를 예를 들어 보자. 플랫폼 이용자는 개인의 목적에 맞는
성형/뷰티 서비스 제공자를 추천받아 예약과 실제서비스 제공까지 받을 수 있다. 메디우스 플랫폼의
투명성, 신뢰성을 통해 의료서비스 과정, 사후 관리 등을 믿고 이용할 수 있으며, 치료의 종류, 과정, 치료
후 상태 변화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성형 뷰티 시술 또는 수술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도 공간의 제약
없이안심하고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5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추천받아 지속해서 관리가 가능하다.
메디우스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 연결뿐만 아니라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메디우스 플랫폼상의 서비스는 모든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100% 진본으로 유지되므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 치료의종류, 과정, 치료 과정에
따른 상태의 변화 확인 등 모든 절차의 완전성과 보안성이 담보되므로 치료 결과를 향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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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추천시스템 예시

추천병원 상담화면 예시

예약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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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마이데이터 기반의 개인 PHR(Personal Healthcare Record) 서비스
개인의 진료데이터, 건강 이력 정보는 메디우스 플랫폼을 통해 쉽게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다. 메디우스
플랫폼에 등록된 마이데이터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 시 검사기록, 진료기록 등의 정보와 PRH을
결합해 환자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개인 건강 이력관리 리포팅 및 코칭 서비스
메디우스 플랫폼 이용자는 메디일지에 진료데이터, 건강검진과 같은 개인건강관리기록, 의료서비스 이용
정보 등을 입력해 개인 건강 관리를 한다. 메디우스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를 이용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와
니즈에 맞춤 운동 프로그램 및 식단 등을 추천하여 개인의 건강 관리를 도울 수 있다. 매년 받는 건강검진의
경우에도 결과를 등록하기만 하면 의료 기관별 상이한 데이터를 통합해 표준화를 통한 개인 건강 이력 관리
리포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헬스케어 기업에
메디일지에 축적된 데이터는 사용자의 동의 및 경제적 보상을 거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⑤ 평판 정보 공유 서비스
메디우스의 평판 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환자 경험
평가는 현대의 의료의 질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마다 조사 방식 및 활용 방안은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지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심평원 등의 기관에서 의료 질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 질 평가 시 메디우스의 축적된 평판
데이터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디우스 플랫폼을 통해 의료용품 관리, 의료기기 상태, 치료
환경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면,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의료 현장 관리에도 힘쓰게 될 것이다. 이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이 아닌 현장 관리 소홀로 발생 가능한 의료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기 이력 관리, 의약품 관리 상태,
추적과도 이어질 것이다.

⑥ 의약품 검색 서비스
메디우스는 의약품 정보 제공 데이터 플랫폼 커넥트디아이(ConnectDI)를 운영하는 원스글로벌과 제휴를
맺고 의약품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메디우스 플랫폼과 연동된 커넥트디아이(ConnectDI)를 통해
궁금한 약 이름이나 성분을 검색하면 의약품 전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증상별 의약품 검색,
주사제 성분간 배합 정보, 8천여 개의 약품간 상호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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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병원 – 의사 – 환자 Social Networking 서비스
메디우스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기존의 SNS 채널(사회관계망서비스)과 같이 관심 병원
또는 관심 의사 등록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관심 병원과 관심 의사를 등록하면 병원-의사-환자 사이의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예를 들어 환자가 관심 병원 또는 관심 의사를 등록해 두면 진료 시간, 진료 정보
등 최신 정보를 구독해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병원에서 기업과 연계하여 임상 시험을 진행할 경우,
구축된 SNS 채널을 통해 특정 임상시험에 필요한 환자를 찾아 임상 시험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시험하고, 특정 질환을 앓는 환자는 치료와 관련된 임상시험 등의 정보를 추천받아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병원은 메디우스에서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의료진 인력 리쿠르팅도 가능하며, 병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 일반병원, 동내 의원 등이 협력 의료 기관으로 협업할 수 있다.
그리고 환자 간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동일한 질환을 앓고 있고, 극복하기 위한 환우회 커뮤니티
구축도 가능하다.

⑧ 메타버스 원격 진료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을 아우르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
메디우스는 병원과 3차원 가상 세계를 잇는 의료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디우스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은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의학 교육, 디지털 치료 적용, 원격진료 등이 가능하다.
특히 원격 진료의 경우 1차적으로는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중대 질환을 중심으로
분야별 명의를 선정해 원격 진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치의 진단을 거쳐, 가상 공간에서
생생하게 수술 여부, 수술 방법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환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현실 세계의 병원과 연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도 가능하다. 또한 향후
원격진료에 대한 법적 제한이 완화된다면, 국가 간 경계 없이 국내외 의료진 풀을 통해 환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시공간을 초월한 진료가 가능할 것이다.

⑨ 국내 최초 의료 오픈 마켓
기존의 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은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고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메디우스는 국내 최초 의료 오픈 마켓을 통해 모든 의료 서비스를 상품함으로써 누구나 쇼핑을 하듯
손쉽게 의료 정보, 상품,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단 및 검진 상품, 의료 상품
등을 NFT 발행을 통해 거래 가능하게 구축하고, 오픈 마켓을 통해 의료 상품의 정보와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메디우스에 축적된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관리, 운동 콘텐츠,
맞춤형 영양제 배합 서비스 등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위한 유료 혹은 무료로 이용 가능한 헬스케어 구독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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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가능한 서비스
① 의료보험 경험 정보 공유 및 맞춤 보험 서비스
현재는 국가 의료보험을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개인 의료보험이 존재한다. 보험의 종류는 다양하고 보험
약관 등은 복잡하여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메디우스 플랫폼의 블록체인
메디컬 SNS를 통해 의료보험의 경험에 대한 정보공유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의 국가 의료보
험 체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새로 만들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 체계 등 제안이 가
능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료서비스 생태계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불필요한 보험 항목은 없애고 필
요한 항목은 보강된 의료 보험 체계 형성이 가능하여, 최적의 의료보험의 혜택을 소비자와 제공자가 누릴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사업은 이미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메디우스 플랫폼을
통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의료 정보와 보험 약관 비교를 통해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을 청
구하고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받은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후기를 통해 보험금에 대한 분쟁은 없는지, 보험
약관과 실제 지급된 보험금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메디우스의
플랫폼을 통해 분석된 의료서비스 활용 패턴에 따라 소비자에게 맞는 맞춤 보험을 설계/추천받을 수 있다.

② 개인 맞춤 약물 위해 예측 서비스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성분에 따라 개인마다 위해를 주는 약물의 종류와 용량이 다르며, 여러 약물이 투
약되고 있을 경우 어떠한 작용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메디우스 플랫폼 인공
지능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위해가 없는 약물인지,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해도 되는지 등의 예측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 의료 복지 공동체를 위한 기부 서비스
메디포스 팀은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생태계의 조성과 함께 생태계 내의 구성원이 모두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의료 복지 공동체를 지향한다. 메디우스 의료서비스 생태계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 계층, 난치 및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소외 계층을 위한 기부 서비스가 가능하다.
메디우스 의료서비스 생태계에서 통용되는 메디우스는 일차적으로 본인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공익
목적의 기부를 통해 의료 취약, 소외 계층을 도와 의료 복지 공동체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의료 복지
공동체를 위한 기부 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을 소개하고 기부 토큰으로 비용을 마련하고 맞춤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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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면책조항)
본 백서는 메디포스(MEDIPOS PTEL.ICN) 팀이 계획하고 있는 플랫폼과 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참고 목적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본 백서에 기재된 내용은 백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결론을 포함한 기술적인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고 최신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 팀은 이 백서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정확
성, 안전성을 진술 및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메디포스 팀은 백서 작성
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출처의 자료를 참조하지만, 이는 해당 정보의 정확도와 적합성에 대한 메디포스
팀의 보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메디포스 팀은 백서가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특정한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지 백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메디포스 팀은 당사나 메디우스 플랫폼과 관련 있는 정보에 따라 조성된 어떠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어 외의 다른 언어로 작성된 백서에서 해석상 갈등이 존재한다면, 그 해석은 최신 버전의 한국어 버
전 백서에 근거한 해석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어 버전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보증하는 것
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백서에 포함된 메디우스 생태계와 메디우스 플랫폼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어떤 목적으로든 메디포스 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문서의 일부 혹은 전체를 복제, 수정, 유포,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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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 구성
1. 팀
박보현

CEO (Chief Executive Officer)
現 B&H Korea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이재원

CMO (Chief Marketing Officer)
前 Reckitt Benckiser 대외 협력 전무
前 Bayer Korea 홍보 총괄
서울 대학교 보건 대학원 의료 정책 과정 수료

최성욱

CTO (Chief Technology Officer )
現 (주)슈어소프트테크 센터장
前 (주)투비컴즈 대표이사
前 (주)에코클라우드 상무이사
오하이오 대학교 Telecommunication 학사

박태희

CCO (Chief Creative Officer)
現 ㈜펜타브리드 대표
前 (사)한국디지털기업협회 협회장 역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광고홍보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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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
김용식

CSO (Chief Strategy Officer )
現 ㈜이노헬스케어 대표이사
前 Ernst & Young Advisory 상무
前 ㈜삼성SDS
미주리주립대학교 전자공학 석사, 컴퓨터공학 학사

배영우

AI Architect
現 ㈜메디리타 대표이사
前 IBM Korea 상무. IBM 인공지능 Watson 고객기술자문 임원
고려대 졸. 고려대 MBA. 숭실대 IT 정책학박사

진승현

System architect
現 ㈜메디리타 Chief Science Officer
前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진료교수
前 미국립보건원(NIH) Research fellow
KAIST 물리학 박사 (세부전공: 뇌과학)

최우성

Engineer
現
前
前
前

오지나

(주)마우스닷컴 대표이사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뷰티메신저캠페인 운영 총괄
KT-080114 플랫폼 시스템 총괄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외국기업협회 시스템 총괄

Public Relations
現 아모레퍼시픽 홍보팀 부장
前 안랩 커뮤니케이션실
前 동부 대우전자 홍보팀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석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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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
이순임
前 중앙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
前 SK커뮤니케이션즈 IM-LAB 연구원
중앙대 신문방송전공 석사

곽정연

Community Manage
前 B&H Korea 홍보팀 과장
前 ㈜마우스닷컴 커뮤니케이션 사업부 과장

조아라

Staff
現 B&H Korea 플랫폼사업부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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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드바이저
• 의료
유명철

박창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명예병원장,
한국공공조직은행 이사장
前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前 강동경희대병원 원장, 관절·류마티스 센터장
명지춘혜병원 명예원장
前 건양대학교병원 병원장
前 제14대 연세대학교의료원 의료원장
前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양한광

서울대학교암병원 위암센터 센터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및 서울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이영성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및관리학 교수
現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前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前 국가지정 의과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전상훈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암센터) 교수
現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교수
前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노동영

강남 차병원 병원장
現 베르티스 대표이사
現 한국유방건강재단 이사장
前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前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원장
前 서울대학교병원 암병원 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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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드바이저
• 비즈니스 개발

박경애

㈜크레소티 대표이사
前 ㈜메디링스 대표이사
2002 한국전자상거래 대상 우수상 수상
이화여대 수학과 졸업

이상무

다날쏘시오 대표이사
前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비즈니스스쿨 초빙교수
前 정보통신부 행정사무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금융재무학과 석사

김경묵

지디넷코리아 대표이사
前 지디넷코리아 편집국장, 신사업부문장, 미디어본부장
前 전자신문 편집국 부국장, 기획관리실장

구태언

태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정보보호부정조사 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석사

연창학

3. 비즈니스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

(주)블록오디세이 대표이사
카이스트 기술경영학과 창업융합전문석사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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