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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요약

1.1 전략

1) 파트너사인 필로시스가 기 획득한 MDSAP 인증 및 69개국 인허가를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제품을 판매가 가능 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에서 헬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디바이스를 지속
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개인 헬스 정보를 수집 할 예
정 입니다.
* MDSAP : 5개국(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브라질)의 의료기기 단일심사 프로그램

2) 파트너사인 피에이치씨는 다양한 의료기기를 통해 헬스 정보를 수집 가능한 App을 기존에 개발하
여 서비스 중 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300만건의 혈당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 중 
의미 없는 데이터 선별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선별하는 AI를 2023년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PICO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게 될 전망 입니다.

3) 현재 신 제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취득에 있어 데이터의 주권이 병원 및 의사 등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축적된 데이터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이에 따라, 신제품 개발을 위해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가 필요한 기업은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 하지만, 필로데이터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는 데이터 주권이 존재하지 않는 중간 단계에서 축적되어 필요에 따라 거래가 가능합니다.

4) 데이터 공급자는 접근성이 불편한 코인으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닌 PICO 포인트로 보상을 받습
니다. 보상 받은 포인트는 다양한 상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축적을 위해 디바이
스 구매 유도를 진행 합니다. 데이터 공급자는 새로운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개
인 건강 정보를 의미하며, 이는 필로데이터 개인 건강 정보의 가치 상승을 의미 합니다.

5) 파트너사인 피에이치씨는 KOSDAQ 상장사입니다. 이는 타사 간의 거래에서 신뢰성을 부여하
며, 타사의 디바이스를 PICO 생태계에 이끌어오는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WMIT)와 원격진료 MOU를 체결하였으며,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관련 MOU도 진행할 예정에 있습
니다. 정부기관을 필두로 적용을 시작하여 의료기관·보험사·제약사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
니다. 국내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No.1 Platform으로 성장하는데 충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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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던 기존 의료정보시스템은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에 대
한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 환자 본인이 아니라면 원칙상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에 접근하
기 어려웠으며,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는 사실상 죽은 데
이터로 인식됐다. 또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발전으로 건강관
리 기능은 한층 상승됐지만, 축적되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는 각 사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 데이터 파편화가 발생했다. 

최근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파편화 된 데이터를 통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바이러스 연구진은 기저질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등 의미 있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절실하게 필요했다. 각 국에서는 확진자 진
료 정보와 치료 경과 등 코로나19 관련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염병 확산에 보다 확실
하게 대응하고자 했다. 

하지만 기존 의료시스템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가 파편화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고, 산업에서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통합의 중요성을 한번 더 깨달았다. 이와 더불어 의료산
업 부문에서도 비대면 비즈니스로의 전환이 이루어져 원격 진료 및 의료서비스, 헬스케어 등에 대한 
니즈가 증가했고,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뿐만 아니라 라이프 로그(Life log)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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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관리의 한계점은 명확했다. 그렇기
에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탄생했지만, 데이터 생성자와 소비자에 대한 니즈를 이끌
어내지 못하면서 프로젝트가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데이터 생성자에 대한 유입이 부족하였는데, 이는 프로젝트가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외부 기관은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또한 기업 
자산으로 인식하여 프로젝트에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
로운 의료 서비스 또는 디바이스를 개발하기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였다.

필로데이터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사업은 앞선 프로젝트들의 한계를 해결하고 개인 건강 정보 데이
터를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피에이치씨와 협업하여 이미 보관하고 있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와 필로시스 데이터 제
품을 통해 앞으로 생성될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공급하여 한계점을 극복한다. 또한 최근 필로시스 
데이터는 자사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가 플랫폼에 공급돼 잠재적인 데이터 소비자도 많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한다.

데이터 공급자가 제공하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의 보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으로 분산화 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의 교환을 통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함으
로써 원격 진료 및 헬스케어 등 종합 의료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 Fig 1. 헬스케어 빅데이터 시장 관련 그래프 ]
시장규모 : 2018년 169억 달러에 이어 연평균 18.2% 성장률로 2023년 397억 달러 확대 전망

(출처: 미국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앤설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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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의학으로 다가가기 위해선 결국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가 필요하다. 필로데이터 플랫폼은 개
인 건강 정보 데이터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다양한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순환시키는 시스
템이다.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의 보안과 교환의 투명성을 위해 블록체인을 적용하며, 데이터 공급과 
플랫폼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초기 확보와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인센티브 프로그램 외에 PHC와 파트너십
을 맺어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공유한다. 피에이치씨는 현재 혈당(연속) 측정기, 코로나19 진단키
트, 헬스케어 제품 등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국내 시
장과 해외 시장 모두에 진출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많은 양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가 실제로 PHC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있다. 

제품에서 필로데이터 플랫폼으로 수집되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는 플랫폼과 연결한 제품에만 해당
한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되어 플랫폼에 저장된다. 내부 관리자에 의한 데이터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
인 건강 정보 데이터 접근 권한은 데이터 공급자 본인에게만 주어진다. 즉, 필로데이터 플랫폼과 연결
하는 동안 모든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는 저장되지만, 플랫폼에 활용되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는 데
이터 공급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필로시스 및 PHC 제품을 사용하는 데이터 공급자가 기본 설정을 했을 시 필로데이터 플랫폼에 공급
하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 Fig 2. Partners product i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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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Partners healthcare product - data name 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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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현재

측정값

혈당

혈압

산소포화도

항원-항체 반응(전류값)

항원-항체 반응(전류값)

항원-항체 반응(전류값)

항원-항체 반응(전류값)

항원-항체 반응(전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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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원-항체 반응(전류값)

항원-항체 반응(띠 형성)

ECG

체온

허리둘레

HDL

엉덩이둘레

중성지방

체성분

활동량

대사증후군

심장병, 요통, 만성두통, 비만

과호흡증후군

코로나 19

지카바이러스

댕기열

말라리아

전립선암

결핵

매독

임질

코로나 19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뇌졸증

폐렴, 코로나

증상

당뇨

비만

복부비만

고지혈증

운동부족

체중

심박수

BMI

걸음수

체지방률

소모칼로리

근육률

고혈압

저산소증

코로나19

지카바이러스

댕기열

말라리아

전립선암

결핵

매독

임질

코로나 19

부정맥

저체온증
고체온증

질병

말초신경병증, 망막증, 만성신장질환, 
다발신경병증

심근경색, 협심증, 동맥경화, 부정맥, 
뇌졸증

대장암, 전립선비대증, 지방간,
하지정맥류, 수면무호흡증, 요실금

죽상경화증

비고

당뇨합병증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심장혈관질환

만성질환

심혈관질환

현재

예정

예정

BBB
Mark-B

Gmate
COVID-19 Ag

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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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데이터 플랫폼은 파트너사 제품 외 라이프 로그를 축적하기 위해 현존하는 다양한 웨어러블 디
바이스와 연동하여 라이프 로그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개인이 과거에 받은 진료와 앞으로 받을 진료
에 대해서도 수동으로 직접 입력하여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의료기관과 파트너십을 체
결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동의한 환자들에 한해 진료 기록을 자동으로 필로데이터 
플랫폼에 기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작업은 파편화 되어 있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필로데이터 플랫폼에 통합하여 개인 건
강 정보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의 주체를 유저에게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생
성한 데이터의 가치를 몸소 경험할 수 있다. 데이터 소비자는 필로데이터 플랫폼의 개인 건강 정보 데
이터를 활용하여 신약 연구 및 개발, 의료기기 연구 및 개발, 건강식품 개발 등이 가능하며, 진료 기록
과 라이프 로그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정밀의료, 원격진료의 실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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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공급이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요소로 판단하며, 이에 맞
춰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데이터 공급 활동 및 플랫폼 참여를 유도한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게 될 주체는 필로데이터 플랫폼에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공급하
는 ‘데이터 공급자’로, 데이터 공급량에 따라 일정량의 인센티브를 획득한다. 데이터 공급자는 플랫폼
에 자신의 유전자, 진료기록, 라이프 로그 등 형태와 상관없이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로 판단되는 데
이터를 공급하면 인센티브를 획득한다. 추후 데이터 소비자에 의해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가 
활용되면 추가 인센티브를 획득한다. 이 과정은 블록체인으로 기록되어 투명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
지하여 언제든지 정확한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데이터 공급자가 과거 진료기록 또는 파트너십이 체결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등 수동으
로 입력하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제공했을 경우 자동으로 수집되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보다 
획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 율이 낮다. 이는 자동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에 비해 수동으로 제공하는 데이
터가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며, 이는 양질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공급 부족으로 생태계의 악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로데이터 플랫폼은 모든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의 자동 입력을 
지향한다. 

   데이터 공급자의 인센티브 획득 활동
- 파트너사의 제품 등록 및 사용
- 개인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동 및 기존 데이터 등록
-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헬스케어 서비스 데이터 등록
- 의료기관 진료 데이터 등록

데이터 공급자가 공급한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소비자’에 의해 활용된다. 데
이터 소비자는 생명보험사, 제약사, 연구기관 등이 될 수 있으며,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데이터 소비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최초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걸
쳐야 한다. 데이터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구
매한 금액 중 일부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제공한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데이터 소비
자는 자신이 구매한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탄생한 2차 가공 데이터나 회사가 보유한 개
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공급함으로써 ‘데이터 공급자’의 역할도 겸임할 수 있다.

[ Fig 4. 필로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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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데이터 소비자가 건강관리식품 제조회사, 헬스케어 회사 등 건강관리 회사일 경우 필로데이터 
플랫폼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 건강관리식품 제조회사는 자신들의 식품을 필요로 하는 고
객을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구매를 통해 선별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스마트스토어를 열어 판매할 수 
있다. 헬스케어 회사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구
매를 통해 선별하여 판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필로데이터 생태계는 데이터 공급자와 데이터 소비자를 연결하여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이들은 다시 고객과 의료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을 전환하여 원격 의료서
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이다. 즉, 공급된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서
비스 제공자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필로데이터 플랫폼에 제공하고, 고객은 본 플랫폼을 통해 양질
의 의료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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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데이터 플랫폼은 생태계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PICO Point와 플랫폼 내 기본 화폐 단
위인 PICO Token으로 토큰 이코노미가 구성된다.

PICO Point
PICO Point는 필로데이터 생태계의 기여도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이다. 생태계 기여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데이터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데이터 공급자는 제공
하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의 양과 방법에 따라 상이한 PICO Point를 인센티브로 획득할 수 있다. 
단, 플랫폼 출시 후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은 감소한다.

데이터 소비자가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구매할 시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면 데이터 공급자는 PICO Point를 추가로 획득한다. 또한 데이터 소비자나 의료서비스 제공사가 여
는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활동도 생태계 확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PICO Point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그 외에는 PICO Token을 이용하여 PICO Point를 획득 및 교환 할 수 있게끔 선택 할 수 있
게 한다. 

플랫폼 유저가 획득한 PICO Point는 플랫폼 내부에서만 유통되며, 외부로 반출 및 구매가 불가능하
다. PICO Point는 필로데이터 플랫폼에 존재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헬스케어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된 PICO Point는 소각하여 포인트의 초과공급을 방지한
다.

PICO Token
PICO Token은 필로데이터 플랫폼에서 기본적인 지불수단으로 활용되는 통용화폐이다. PICO Point
와 달리 플랫폼 외부로 이동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유저간 거래
가 가능하다. 플랫폼 내 존재하는 모든 의료서비스와 데이터 소비자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구매 시 
지불 수단이다. 그 외 필로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 기관과 다양한 참여자의 플랫폼 유
입을 장려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 Fig 5. 필로데이터 플랫폼 생태계 - 토큰 & 포인트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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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소비자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구매는 PICO Token으로 이루어지지만, 데이터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PICO Point로 제공된다. 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재단 또는 외부 정산업
체는 데이터 소비자가 지불한 PICO Token 중 인센티브 수량만큼 PICO Point로 전환한다. 전환하고 
남은 PICO Token은 ‘PICO Token 리저브’에 저장된다.

‘PICO Token 리저브’는 고객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한 PICO Point를 정산하는 용도
로 활용된다. 고객이 PICO Point를 사용할 때 본 포인트는 소각되기 때문에, 소각된 가치만큼 PICO 
Token을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즉, ‘PICO Token 리저브’에 저장된 물량으로 해당 
소각된 가치만큼의 PICO Token을 제공하며, 리저브가 부족할 시 재단은 외부에서 PICO Token 물량
을 조달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PICO Point와 PICO Token의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원활한 
토큰 경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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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공급자의 파편화 된 의료기관 진료 기록,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되는 라이프 로그를 통합 관리한다. 데이터 공급자가 아니더라도 필로데이터 
플랫폼에 등록된 유저는 자신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인 건강 정
보 데이터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인하면서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유저는 병원과 약국을 찾아가지 않고 필로데이터 플랫폼에 입력된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통해 과
거 진료이력 및 현재 몸 상태, 복용하는 약의 성분과 부작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헬스장이나 헬
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도 활용된다. 자기에 맞는 운동법 또는 제품을 찾기 위해 여러 증빙 서류
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필로데이터 플랫폼에 통합 관리되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세
밀하고 정확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유저가 그동안에 죽어 있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직접 
활용하여 주체적인 건강관리를 행할 수 있다.

[ Fig 6. 필로시스 원큐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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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소비자에게 더욱 큰 이점을 제공한다. 본 프로젝트는 데이터 소비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의료기관, 보험사, 제약사 등 의료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주체가 해당할 수 있으며, 
헬스케어 서비스 회사, 건강관리식품 제조업체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주체도 해당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대비하여 전염 방지 및 예방 대책을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 
개인 건강 정보 기록(PHR)를 필요로 하는 정부가 데이터 소비자에 속할 수 있다.

데이터 소비자는 현 사업에 필요한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양한 기업을 방문할 필요 없
이 필로데이터 플랫폼에서 손쉽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구매한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는 암호화
(가명 처리) 되어 있기 규제 리스크에 벗어나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질병과 몸 상태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구매하여 보험 상품 보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대량의 데이터를 구매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개인 맞춤형 보험상품 설계도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의료기관에 데이터 공급이 될 시 자동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도 가
능하며,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필로데이터 플랫폼을 연결하여 보험 클리닉에서도 고객에 맞는 보험상
품을 바로 추천할 수 있다.

건강관리식품 제조업체 및 간편식 제조업체는 데이터 공급자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구매하여 환
자 맞춤형 상품과 식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특정 질환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또는 특정 라
이프 로그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구매하여 마케팅 제공에 동의한 유저 한해서 타켓 마케팅이 가
능하다. 이는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감소시켜 상품의 질을 향상하고, 타켓 마케팅을 통해 고객 로열
티까지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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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산업 대부분을 비대면 비즈니스로 전환시켰으며, 자연스럽게 의료 산업
에서 원격 의료(원격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맞춰 최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활용 범위가 과거보다 넓어졌고, 원격 의료의 실현 가능성을 엿보았다. 하지만 
원격 의료가 실현되기 위해선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부터 라이프 로그 까지 모든 개인 건강 정보 데이
터의 연결이 필요했다. 즉, 모든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타나야 제대로 
된 원격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필로데이터 플랫폼은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교환을 시작으로 헬스케어, 원격 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하
는 종합 의료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원격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급자의 모든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이를 통해 의료진은 원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통합 뿐만 아니라 필로데이터의 원격 의료서비스 제공 경험을 
덧붙여 환자와 의료진에게 최적화 된 원격 의료 시스템을 제공한다.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
으로 다양한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가 수집되면서 원격 의료서비스는 환자 진료 외에 헬스 트레이너
의 1:1 케어, 작업치료사의 진료 등 환자의 건강관리 및 케어 또한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

[ Fig 8. 정밀 원격 의료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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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7.  필로데이터 플랫폼 레이어

필로데이터 플랫폼은 많은 양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양한 고객이 참여하
여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3개의 레이어로 나누어 플랫폼을 구성한다.

블록체인 레이어
블록체인 레이어는 데이터 공급자가 제공하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암호화한다. 하지
만 블록체인이 블록에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매우 한정적이고 작기 때문에 별도의 저장소를 구축
하며, 저장소는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가 저장될 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암호화 단계를 걸친다. 
서비스 레이어에 발생하는 블록체인 거래 기록은 해당 레이어에서 기록하여 다른 블록에게 전파한다.

서비스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는 블록체인 레이어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연결시키는 주요 역할이다. 애플리케이
션에서 전달되는 유저들의 활동을 블록체인 레이어에 전달하여 트랜잭션을 전파하도록 한다.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된 암호화 된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열람이 필요할 경우 서비스 레이어에서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와 열람 주체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이때 열람 주체는 자신의 계정에 보관된 복호화 키와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의 암호화 키를 대칭하여 열람 권한을 제공한다.

PICO Token과 PICO Point의 전환, 정산소의 서비스 제공자 정산 등은 트랜잭션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서비스 레이어에서 처리하며, 이에 대한 기록을 블록체인 전파하여 투명성을 유지한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필로데이터 플랫폼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레이어로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등록 및 관
리, 데이터 소비자의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활용 및 구매,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물품 판매 및 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들이 해당 레이어에서 작동한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API 형태로도 개발되어 다양
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과 쉽게 연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 Fig 9. 3단 레이어 사진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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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8.  PICO Token 정보

PICO Token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ERC 20 표준을 기반으로 발행한다. 필로데이터 플랫폼은 개
인 건강 정보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며, 구축 이후 개인보단 기관 형태의 데이터 소비자 
유입이 더욱 클 것이라 전망하여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처리 속도로 충분하다. 하지만 서비스 내 PICO 
Token 거래 빈도가 높아지거나 이더리움 가스비 증가로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생길 때, 그때 상황과 
가장 적합한 메인넷으로 전환할 수 있다.

PICO Token의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이름 : PICO Token
· 심볼 : PICO
· 토큰 컨트랙트 주소 : 0x1CfE82251C19963F4C9286A32f6E7f4dE44900b8
· 총 발행량  5,000,000,000  (50억, 100%)
· Ecosystem  1,750,000,000  (17.5억, 35%)
- ICO를 통해 판매되는 토큰의 양은 전체 발행량의 35%가 될 예정이고, 토큰 판매를 통해 조성한
  기금은 토큰 이코노미 및 필로데이터 플랫폼 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 Advisor 350,000,000 (3.5억, 7%)
-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전략 파트너, 자문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Founders & Team 450,000,000 (4.5억, 9%)
- 프로젝트 설립 및 참여 구성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 Reserves (Foundation) 1,150,000,000 (11.5억, 23%)
- 처음에는 회사(재단)이 소유하며, 서비스 확장 같은 특수 목적이나 PICO 개념을 넘어서는 뜻밖의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Private & Seed Sales 550,000,000 (5.5억, 11%)
· Public Sales & IEO 250,000,000 (2.5억, 5%)
· Marketing 500,000,000 (5억, 10%)

[ Fig 10. PICO 토큰 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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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9.  로드맵

2020. 3Q
· 포인트 개발 리워드 앱 기획

Developement Business

2020. 4Q
· 포인트몰 개발 - 혈당측정기, 혈압기 연동

2021. 1Q
· 포인트몰 개발
- 건강측정 디바이스 연동 SDK 구현
- 삼성 헬스, 애플 건강 연동

2021. 1Q
· MOU 계약체결 - 피에이치씨, 필로시스

2021. 2Q
· MOU 계약체결 - BBB, 더조인

2021. 3Q
· 필로데이터 파트너사 추가 확보
- 헬스케어 업체, 건기식 업체들과
   MOU 추가 계약

2021. 4Q
· 병원 및 약국 ERP 연동을 통한 데이터 확보 
· 건강데이터 포인트 활용 확대
- 편의점, 음식점 등

2021. 3Q
· 포인트 기반 쇼핑몰
- 포인트로 제품 구매 가능한 쇼핑몰 연동
· 건강데이터 포인트 적립 정책 수립

2022. 1Q
·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인증 획득(KACI)
· 건강데이터 분석을 통한 건기식 상담 판매
   서비스 연동
· PHILODATA PLATFORM GRAND OPEN

2022. 1Q
· 서비스 런칭
- 원격진료솔루션 런칭 - 국내외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매장 오픈 - 백화점, 
   대형마트 등 
- 앱 사용자 보험할인 계약 - 보험사, GA 등

2022. 2Q
· 다국어 구현

2022. 2Q
· PICO Global Economy

2021. 4Q
· 개인 건강 정보 제공 Open API 구현
· 타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수집 Platform 추가연계
- Fitbit/MyFitnessPal 등
· ISO 27001, 27701 인증 획득
- 개인정보 보호

20202020

20212021

20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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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파트너사

피에이치씨 (PHC)
코스닥 상장사(057880),  플랫폼 데이터 공급자 / 혈당 (연속) 측정기, 헬스케어 제품, 인슐린 펜, 코
로나19 진단키트 등 전 세계 각 국에서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수집 중이며, 이를 필로데이터 플랫
폼에 공급

필로시스
혈당측정기 / 스트립 제조, 개발 용역 등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체, MDSAP 인증 보유.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를 수집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 및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공급.

비비비 (BBB)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개발사, 다양한 의료 진단 키트에 활용할 수 있는 Mark-B 개발, 우수한 의료
기기 개발 능력 소유, 개인 건강 정보 데이터 공급자.

더조인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구현, 일반기업 / 공공기관으로 모바일 플랫폼 개발 서비스, 헬스케어 산업
의 서비스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로 데이터 플랫폼에 공급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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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1.  팀 핵심 구성원

CEO  Tommy Choi
·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학사
·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석사
· (주)올메디쿠스 개인용/병원용 혈당측정기 및 혈당 측정 시험지 개발
· (주)녹십자메딕스 COO
· (주)녹십자메딕스 CTO
· (주)녹십자메딕스 Co-founder
· (주)BBB CEO

CTO  Gregg Park
· KAIST 전산학 학사
· (주)인젠 통합보안관리본부 - 전임연구원
· 삼성증권(주) IB본부 - Vice President
· (주) BBB CFO
· 정보처리산업기사

CMO  Jay Baek
· KAIST 신소재공학/전산학(부전공) 학사
· (주)이케이프로젝트 Co-founder / COO
· (주)올메디쿠스 의료정보팀 - 사원 
· 한화케미컬(주) 중앙연구소 신소재연구센터 - 주임연구원
· 한화케미컬(주) 신사업부문 신소재사업팀 - 과장
· 한화케미컬(주) 경영전략본부 기획조정팀 - 과장 
· (주) BBB 생산담당, CFO, 공장장

Advisor Giovan Lee
· Florence University 생물학 박사
· Biochemical Systems International SRL / 부사장
· VPD bled doo. /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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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명

이 백서는 필로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서는 상대방에게 필로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투자 등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그와는 전
혀 무관합니다. 또한 이 백서는 표지에 명시된 날짜 기준으로 최신 정보이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백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백서에 대한 수정할 권리를 프로젝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팀은 이 백서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항도 정확성을 진술 및 보장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백서에서 제시한 목표가 반드시 의도한 결과대로 달성 또는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향후 계획 및 목표 등 어떤 사항도 절대적인 사실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
다. 또한 백서의 내용 중 오류가 없는지, 백서가 적법한 권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백서의 내용이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지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책임면제 범위는 앞서든 사례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토큰 판매에 참여하는 활동과 토큰 투자는 높은 투기성을 수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모든 위험 
요소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즉, 투자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결정 등 행위에 있어 이 백서를 이
용한 경우, 그에 따른 결과는 이익, 손해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백
서를 이용함으로써 손해, 채무, 기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본 프로젝트팀은 그에 대한 보상, 배상, 기
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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