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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발생 73일만에
팬데믹 선언

2020년 3월 11일 (현지시각), 세계보건기구 (이하 WHO)는 COVID (Corona virus disease)-1

9에 대하여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고된 지 73일 만의 일

입니다. 그동안 COVID-19는 전 세계 66개국에서 116,308명의 확진자와 4,548명의 사망자를 발

생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COVID-19 대응으로 대중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

만 COVID-19가 재발하여 평범한 일상을 다시 앗아갈 수도 있다는 긴장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점점 대중들은 자신들의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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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보건 위기

국내 COVID-19 전염율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12월 중순 하루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전세계적으로 보건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속한 검사, CCTV

추적,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 IT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능동적 감염 추적, 그

리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 등을 통해 대유행 상황의 급작스러운 전개에 유연하면서

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미국이나 여타 유럽 국가와 달리 심각한 타격 없이 빠른 안정을 찾았습니

다.

COVID-19사태
이후 대중들의
심리변화

대중들의 심리변화
에 의한 ‘Medic’
플랫폼 출시 및
‘Mecro’코인 발행

이러한 COVID-19사태로 인해, 헬스케어 및 의료 분야의 대한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에 따라

헬스케어 종합 진단 플랫폼 “Medic”의 개발 및 차움 등의 대형 병원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비용 및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개인 진단

결과 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MECRO’ (MEC)토큰을 개발했습니다.

1. Intro

Spread of health concerns due to
the spread of diseases worldwide



도입의 배경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이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코로나 대응국으로 인정을 받았

습니다. 하지만 투명하지 못한 정보공개 및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많은 문제로 인해 병원의 서비스 만큼은 그

만큼의 명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Medic’플랫폼 도입의 목적은 폐쇄적으로 감춰진 병원의 정보를 투명하게 대중들에게 공개하여 대중들의 피해를 줄

이고 투명한 신뢰 구축 과정을 쌓아가는데 목표로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Mecro’토큰의 도입 목적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환자들의 개인 정보 및 진료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Mecro’토큰을 통해 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희망하는 진료과목을 예약할 수 있고, ‘Mecro’토큰 이용자만의 특별한

의료혜택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EC재단이 직접 선별한 프리미엄 병원인 차움 병원과 파트너쉽을 맺어 첨단 의료 기술을 갖춘 병원에서 환자들이 원하

는 투명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다른 병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내 병원을 넘어 글로벌

병원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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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cro Chain 도입배경

약국
1714억
8400만원

의료기관
3688억
6000만원

3000억

5000억

2016년2013년2009년

합계 5403억 4400만원(279건)

의료기관 및 약국 부당청구 진료비 추이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MECRO CHAIN



여러 병원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들의 의료 정보를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Medic‘플랫폼에 저장합니다. 개인의 의료 정보를 블

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완벽한 보안이 되도록 하며, 개인이 주체가 되어 의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MEC토큰은 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인 ‘Medic’에 쓰입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병원 진료 예약에 사용이 되며 진료

비 결제, 의약품 결제 등 여러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Medic’플랫폼 이벤트에서 보상으로 MEC가 지급되며 다양한 의

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인터넷과 정보의 발달은 국경 없는 초 연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시대에 맞춰 의료 정보

시스템 또한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해야 합니다. 신속과 신뢰를 동반하여 환자 및 유저의 의료정보 데

이터를 투명하게 제공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블록체인 의료 플랫폼에는 단지 말로만 이어져 있

는 플랫폼만 존재 합니다. 해외여행,해외거주자 또는 국내에서 또한 건강에 대한 이상이 생겼을 경우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록 데이터를 빠르게 제출하여 보다 빠른 진단과 진료를 받을 수 있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 정보 시스템의 관리자는 환자 본인이 아닌 병원과 같은 의료 공급자입니다. 의료 공급자

의 데이터 외부 유출이 발생할 경우 환자 개인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MEC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의료 정보에 대한 관리 권한을 환자에게도 부여합니다. 환자는 이러한 방식을 통

해 의료 정보 공개 범위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MEC는 블록체인 기술을 의료 정보에 도입해 분산화 된 데이터 저장소 플랫폼 ”Medic”에 저장합

니다. 데이터 원본이 아닌 데이터의 고유 값을 블록체인 안에 저장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멀티시그를 통해 데이터의 위변조 부인을 막고 메시지의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또한 타인

의 의료 정보 열람내역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개인의 의료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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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EC & Medic 개요

MECRO 개요

필요성 및

중요성

보안성

투명성 및

신뢰성

2. Mecro Chain 도입배경

필요성 및 중요성

투명성 및 신뢰성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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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ecro Chain의 이상향

MEC 체인 도식화

의료

개인병원

국가병원

글로벌

민간병원

거래소 MECRO MEDIC

Ideal MEC Blockchain
Eco-system & Schematic



4차 산업혁명시대의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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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료(preventive medical services)는 의학을 배경으로 인간 집단의 건강을 보호, 유지, 증

진시키는 방법론(methodology)과 적용(application)을 다루는 의학의 분야이며, 최근 만성병의 확

산 및 고령화에 따라 그 영역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사회 현상과, 유전자 연구, 의료정보학 등 다양한 분야의 발달과 더불어 예방에 좋은 보건의료서비스

의 적정성과 유전-환경요인의 상호작용(gene environment interaction) 탐구에 까지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의료는 질병 발생 이전의 시점에서 제공되는 의술이므로 그 대상이 질병을 가진 환자는 아닙니

다. 따라서 의료 대상도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며, 의술의 내용에 따라 집단일수도, 개인일수도 있으며,

예방의 대상도 포괄적인 상태 또는 질병균일 수도 있고, 특정한 표적 질병 또는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질병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면 적극적 치

료와 더불어 예방 의료 수준에서 대상에 대한 질병의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하고 있습니다

4.1 헬스케어

IV.

현재 다양한 보건 위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료업계는 다시한번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의료분야와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맞춤 진료와, 질병을 예측하여 방지하는 기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질병이 나타났을 때 치료하는 것 보다

질병을 미리 알아내어 예방하는 의료기술이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높은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은, 미용기술의

발전을 불러왔으며, 이는 다시 한번 전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ECRO 체인은 변화하는 의료업계의 트렌드에 맞추어

대중의 수요를 충족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의료업계의 동향을 파악하여 한국인 뿐만 아닌,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차원에서 올바른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의학계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의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래 보건 의료의 키워드로 예방중심,

맞춤형 정밀의료, 의료 정보의 고도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부와 의료계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의 영향으로 치료 중심의 의료에서 예방과 관

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환자의 질병 발병율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

이며,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와 더불어 질병의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방의료

4. 의료산업현황

Status of Healthcare Industry



국제 미용 성형 외과 학회(ISAPS)에 따르면 K-성형 뷰티의 시장 추산은 연간 약 5조원의 규모로 전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강국이며, 국내 성형 서비스 시장은 국내 K-POP과 더불어 전세계에서 발돋움 하고 있는 컨텐츠 사업 중의 하나이다.

‘MEDIC’을 통해 많은 선택의 폭과 다양한 할인혜택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은 성형 수술은 ‘눈-주름-코-가슴’ 순이며, 외국인의 경우 ‘안면교정술-안면윤곽술-가슴-

지방흡입-코-눈’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10명 중 1명은 남성이며, 50대 이상의 중년층 성형 시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국내에 성형수술을 받으러 온 외국인은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나 그 상승폭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연 평균 성형수술을 하러 국내를 찾은 외국인은 5만명이며, 외국인 환자 전체 진료비에서 성형외과

진료비는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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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메디컬 뷰티

K-성형 뷰티 시장 규모

K-성형 뷰티 시장 이용자 동향

4. 의료산업현황

한국성형시장규모 2018년

글로벌 성형시장

규모

약 20조원

기타국가

(75%)

국내성형시장

약 5조원 (25%)

한국성형시장규모 2018년

인구(천만당)환산

13.5
12.5

11.6

9.9

한국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국내외국인환자 진료비비중 2018년

국내 외국인 환자

진료비 비중

기타진료 성형외과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수 추이

단위(명)

41,263

2016 20172015

47,881 48,849



차움병원의 프리미엄건강검진, 파워에이징 특화센터, 레스토랑에서 MECRO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움병원은 모두에

게 열린 공간이라는 슬로건으로, 치료를 넘어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를 위해 서양의학, 동양의학, 통합의학 뿐만

아니라 운동 처방, 식품 치료등의 다양한 지혜와 기술력을 동원합니다. 이제 까지 대부분의 환자는 질병이 드러날 때 병원을 방

문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도 아니고 병도 아닌 상태 즉 grey zone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레이 존에서 건강을 확

인하고 불건강한 상태에서 이를 채워주는 것이 차움병원의 목적입니다. 차움병원은 첨단 솔루션을 통한 맞춤 의학의 선구적 역

할을 담당하고, 미래의학의 성장동력이 될것입니다. 차움병원은 12  곳의 특화센터를 운영하며, 고객 맞춤의료를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려고 합니다. 또한 의료진간 협진을 통해서 고객 맞춤형 진료 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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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병원은 MEC재단의 첫 파트너쉽을 맺은 프리미엄 병원이자 전략적 협업 관계입니다. ‘Medic’플랫폼을 통해 진료 예약 및

진단서를 확인 가능하며, ‘Medic’이용자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차움병원은 최고의 의료진, 최첨단 의료장비, 첨단 솔루

션을 통한 맞춤 의학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음병원에서 프리미엄 건강검진, 바이오 인슈어런스, 메디컬 뷰티 서

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3 차움병원

차움병원

4. 의료산업현황

차움병원은 의료코인의 특성을 가지는 MECRO코인의 사용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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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차움병원

4. 의료산업현황

향후 수년 내 다양한 세포치료제가 사용화 될 예정입니다. 이젠 의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Bio

Insurance는 차바이오텍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통합 줄기세포 은행으로 차움병원 그룹이 가진 줄기세포에 대한 모든 기술

의 집약체 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질병에 대한 희망이

점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인 줄기세포를 건강할 때 보관하여 질병 발생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Bio

Insurance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차움병원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성형센터에서는 의료 서비스와 첨단 뷰티 공학이 만나 한발 앞선 미학적 의학이 완성

됩니다. 우아하고 젊은 아름다움이 창조되는 곳,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서비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움 성형 클리닉에서는

미백/트러블 관리, 피부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치료하는 차셀온 프로그램, 쁘띠 성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이오인슈런스

메디컬뷰티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이끌 차세대 산업 분야인 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줄기세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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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차움병원 건강검진

차움병원에서는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 기본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검사
A
(50세 이하)

예진, 정신건강문진표, 영양상담, 결과상담, 신체계측 및 체성분 분석, 혈압, 소변검사, 대 변검사

(잠혈, 기생충),시력검사, 안압측정, 안저촬영, 청력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 흉부촬영, 일반혈액검

사(혈액질환, 빈혈, 염증), 일반화학검사(간기능, 알코올성간기능, 황달, 신장기능, 통풍), 간염

(A,B,C형), 고지혈(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당뇨, 당화혈색소,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 검사, 갑상선

기능, 전해질, 염증(ESR/CRP), 아밀라아제, 류마티스인자, 칼슘, 인(뼈대사), 비타민D(칼슘흡수),

매독, 에이즈, 종양표지자(췌장/대장/간/전립선)

예진, 정신건강문진표, 영양상담, 결과상담, 신체계측 및 체성분 분석, 혈압, 소변검사, 대 변검사

(잠혈, 기생충), 시력검사, 안압측정, 안저촬영, 청력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 흉부촬영, 일반혈액

검사(혈액질환, 빈혈, 염증), 일반화학검사(간기능, 알코올성간기능, 황달, 신장기능, 통풍), 간염

(A,B,C형), 고지혈(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당뇨, 당화혈색소,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검사, 갑상선

기능, 전해질, 염증(ESR/CRP), 아밀라아제, 류마티스인자, 칼슘, 인(뼈대사), 비타민D(칼슘흡수),

매독, 에이즈, 종양표지자(췌장/대장/간/전립선), 골밀도, 전립선초음파

기본검사
A
(50세 이하)

기본검사
A
(45세 이하)

예진, 정신건강문진표, 영양상담, 결과상담, 신체계측 및 체성분 분석, 혈압, 소변검사, 대 변검사

(잠혈, 기생충), 시력검사, 안압측정, 안저촬영, 청력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 흉부촬영, 일반혈액

검사(혈액질환, 빈혈, 염증), 일반화학검사 (간기능, 알코올성간기능, 황달, 신장기능, 통풍), 간염

(A,B,C형), 고지혈(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당뇨, 당화혈색소,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검사, 갑상선

기능, 전해질, 염증(ESR/CRP), 아밀라아제, 류마티스인자, 칼슘, 인(뼈대사), 비타민D(칼슘흡수),

매독, 에이즈, 종양표지자(췌장/대장/간/난소), 저장철, 철, 총철결합능력, 자궁경부암검사, 유방촬

영

예진, 정신건강문진표, 영양상담, 결과상담, 신체계측 및 체성분 분석, 혈압, 소변검사, 대 변검사

(잠혈, 기생충), 시력검사, 안압측정, 안저촬영, 청력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 흉부촬영, 일반혈액

검사(혈액질환, 빈혈, 염증), 일반화학검사(간기능, 알코올성간기능, 황달, 신장기능, 통풍), 간염

(A,B,C형), 고지혈(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당뇨, 당화혈색소, 인슐린, 인슐린 저항성검사, 갑상선

기능, 전해질, 염증(ESR/CRP), 아밀라아제, 류마티스인자, 칼슘, 인(뼈대사), 비타민D(칼슘흡수),

매독, 에이즈, 종양표지자(췌장/대장/간/난소), 저장철, 철, 총철결합능력, 자궁경부암검사, 유방촬

영, 골밀도

기본검사
B
(45세 이하)

여성

남성

4. 의료산업현황



4.3.2 바이오 인슈어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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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 및 내부에서 생성되는 암세포, 염증, 비정상세포 제거

적용범위: 암 예방, 암 치료, 만성피로 및 바이러스성 질환

바이오 인슈어런스는 차움병원의 핵심기술 입니다.

바이오 인슈어런스를 통해 자신의 다양한 줄기세포와 면역세포를 선택적으로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비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바이오인슈런스

면역세포

역할: 몸내부의 손상된 세포 및 조직을 복구 및 재건

적용범위: 심장병, 당뇨 관절염,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

줄기세포

최고의 시설과

프로세스로

안전하게 보관

글로벌 의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최고의 배양기술과

동결기술력을 보유

CHA Biotech

Bio Insurance

4. 의료산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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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Medic’은 대한민국 최고의 퍼블릭 블록체인인 공개된 블록체인 플랫폼 AOK Mainnet에서 구현됩니다. AOK 블록체인은 백

서가 공개되고 메인넷 런칭 이후 수 년간 속도와 품질을 개선하여 다수의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온 성과를 보여

주었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중 노드 컨센서스 메커니즘은 병원과 소비자의 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고, 탈 중앙화된 집단지성의 커뮤니티는 소비자에게 의료정보 데이터 서비스를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

공하고 제시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의 공개성은 참여자 모두에게 헬스케어, 뷰티 정보의 확산 속도와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고, 암호화폐 도입

은 업계의 교부 효율성과 보안을 그리고 참여 유동성을 향상 시킵니다. 익명 메커니즘은 헬스,뷰티 산업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됩니다.

‘Medic’플랫폼은 병원 커뮤니티, 지갑, 건강검진 자료함,이벤트 및 공지게시판으로 구성되어 블록체인 헬스,뷰티 산업등 참여

형 헬스케어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Medic’플랫폼 생태계

5. ‘Medic’ 플랫폼

‘MEDIC’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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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의 기본 프로세스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1).손쉬운 예약을 통해 빠른 접수를 시작 합니다.

(2).접수 이후 신속하게 진료와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환자 및 유저가 받은 진찰 내용 및 진료 기록 등의 데이터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4). 업로드 이후 나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안을 한층 더 강화 하실 수 있습니다.

(5). 암호화된 나의 문서를 저장 하여 추후 진료 및 진찰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Medic’플랫폼 기본 프로세스

’Medic’ 플랫폼 기본 프로세스

5. ‘Medic’ 플랫폼



매일 진행되는 출석 이벤트를 통해 랜덤으로 MEC를 지

급 받을 수 있으며 경품 룰렛을 통한 뷰티케어 및 MEC

토큰을 지급합니다. 또한 해당 날짜의 날씨 및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줍니다. 자신이 걸은 걸음 수와 바이오리듬

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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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 보유자가 ‘Medic’ 전용 월렛을 통해 손쉽게 진료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출금 내역도 확인 가능

하고, 이벤트를 통해 받은 MEC토큰을 자체 월렛으로 지

급 합니다.

또한 MEC뿐만 아니라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

(Ethereum), 리플(Ripple), 트롬(Tron)을 교환 및 보관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기타 메인넷과 연동하여 MEC를

지갑 내에서 즉시 스왑(Swap)할 수 있는 아토믹스왑 기

능을 추가할 예정 입니다.

5.3 ‘Medic’플랫폼 기능

‘Medic’ 플랫폼 지갑 기능

5. ‘Medic’ 플랫폼

‘Medic’ 플랫폼 이벤트 및 기능



‘Medic’플랫폼의 이용자는 저희 MEC와 파트너쉽을 맺

고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병원 위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Medic’플랫폼의 모든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병원에 관

한 후기 및 병원 평가 점수를 작성할 수 있으며 다른 이

용자들의 솔직한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

의 건의사항을 접수 받아 병원의 불편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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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진단서 보관함에서 과거 자신의 진단서 및 처

방전을 보관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혹은 두가

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 중이면 해당 두 약물에 대한 부작

용이 있는지 검색해 볼 수 있으며, 병원 예약에 대한 현

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5. ‘Medic’ 플랫폼

‘Medic’ 플랫폼 내 자료함

‘Medic’ 플랫폼 병원 커뮤니티



MEC 토큰은 자체 플랫폼인 Medic을 이용하여 병원예약이 가능하고, 개인 의료 데이터와 토큰

보유자의 데이터가 병원과 플랫폼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재단은 연구 및 생태계 확장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유저 물량의 토큰들은 시장에서의 구매 및

플랫폼내의 이벤트 등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마케팅은 의료서비스 플랫폼인 Medic 런칭 이후의

마케팅과 MEC 거래소확장 및 에어드랍 등에 쓰이게 됩니다.

User (67%) 400,000,000 MEC

Team (21%) 130,000,000 MEC

Marketing (7%) 40,000,000 MEC

Event (5%) 30,000,000 M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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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토큰의 사용처 및사
용계획명시

6. ‘Medic’ 토큰시스템

토큰의 분배 및 할당 퍼센트 설명 명시

TOKEN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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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Telegram

Twitter

Medium

Wechat

7. MEC의 커뮤니티 활동

SNS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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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Baidu

360SouSu

SouGou

8. 중국보도자료

PRESS 
RELEASE



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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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MEC’ 로드맵

VIP병원 예약 서비스 플랫폼 런칭

MEC 지갑 1.0v 베타 출시

전반기 MEC 바이백 및 소각

1Q

MEC 의료 플랫폼 서비스 및 사용처 확장

1.병원 평가 시스템 도입

2.온라인 간편 진단 시험 실행

3.세계 대형 거래소 상장

2Q

기업 파트너쉽 확장

월렛 기능 업그레이드

MEC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

3Q

후반기 MEC 바이백 및 소각

온라인 ama진행

오프라인 밋업 진행

더 많은 medic 플랫폼

사용을 위한 시스템 최적화

4Q

MEC 
ROADMAP



X.

Cho Su-pyeong

- 淸華大學 Global marketing

- 前)Baidu Marketing Team Leader

- 前)阿里巴巴 市场部经理

- 現)MECRO marketing director

Liu Hua

- California EMBA

- 前)CDCA Taiwan blockchain office cooperator

- 前)Financial Construction Society founding member

- 前)光大(Everbright)grup adviser on foreign financial investment

- 現)MECRO financial adviser

Liu Hai-tao

- 南京大學 贸易专业

- 前)淘宝网采购经理

- 現)MECRO 采购经理

Kim Jong-deok

- Seoul National University Political diplomacy

- 前)Samsung Electronics Staff Training Officer

- 前)Sirius CEO

- 現)辽宁晟世贸有限公司

- 現)MECRO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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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팀구성원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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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11.1.

This white paper is intended to help you
understand the MEC business. Investors
are encouraged to purchase through
exchanges or open sales channels at their
own discretion.

본 백서는 MEC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으로 투자자는 각자의 판단으로 거래소
또는 공개된 판매 루트를 통해 구입하기
바랍니다.

11.2.

MEC, we do not guarantee return on 
investment to the buyer.

MEC 는 구매자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1.3.

MEC, we do not guarantee the price after 
listing.

MEC는 상장 후 가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1.4.

MEC, we do not promise repurchase at the 
specified price

MEC 는 지정된 가격으로 재구매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11.5.

MEC, we do not operate branAOKs or 
sales agents.

MEC는 지점 또는 영업 에이전트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1.6.

MEC investors should make their own judg
ment that they are not in violation of the
blockchain policy of each country.

MEC 투자자는 각 국가의 블록 체인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자체 판단을 해야 합니다.

11.7.

Despite technical efforts, MEC may incur in
vestment losses depending on market cond
itions.

기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MEC는 시장상
황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8.

Despite our efforts, market instability or ris
k of market collapse is possible.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정 또는
시장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11.9.

MEC main notice is to prioritize the pres
entation of the homepage.

MEC 주요 공지는 홈페이지 프리젠테이션을
우선합니다.

11.10.

MEC Other policies are announced on the 
official website.

MEC 다른 정책은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됩니
다.

11. 면책사항

LEGAL DISCLAIMERS



LEGAL DISCLAI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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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MEC is not a stock or any way of value 
guarantee.

MEC는 주식 또는 가치 보장방법이 아닙니다.

11.12.

MEC business model may change slightly
depending on the agreement with the part
ner company.

MEC 사업모델은 파트너 사와 협약하는
내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13.

Purchase of MEC coin must be done by
the buyer himself according to local law, A
OK does not make any legal guarantee for
purchase.

MEC coin의 구입은 구매자가 현지 법률에
따라 스스로 진행해야 하며, AOK 는 구매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11.14.

Among the contents mentioned in this whi
te paper, the business model may change
its brand or target in the process.

본 백서에 언급되는 내용 중 사업모델은 진행
과정에서 브랜드 또는 대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XI.

11. 면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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