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컨텐츠 보상 기반의 교육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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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백서는 세계 교육 시장에서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가 그들이 기여한 교육의 가치만큼 공정
하게 보상받는 “컨텐츠 보상 기반의 교육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2,270억 달러1 규모로 성장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자녀들을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2017년도
기준으로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는 학생당 매월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
다.
그러나 교사 및 강사들은 본인의 교육의 질을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강의 자료를 발전 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강의 외의 커리큘럼 개발 등의 지적 자산을 즉각적으로 수
익화 하기 어렵고, 가르치는 교육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활동으로 시간 허비를 합니다.
그리고 COVID-19 팬데믹 이후, 세계 교육 시장은 비 대면 교육이라는 신 교육 풍조로 교육 패
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교육 IT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TUDA 재단은 TUDA 교육 플랫폼 체계의 연계를 통해 교육 시장의 교사들이 수업 기술, 커리큘
럼, 아이디어 등을 서로 공유하고, 수업 활동에만 전념하며 IT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 관계자 모
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 입니다.

1. http://www.strategyr.com/pressMCP-1597.asp
2. http://koreabizwire.com/monthly-spending-on-private-education-up-33-pct-in-2017-from-10-years-ago/11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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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A (Tutor’s Diary)는 교육 서비스를 위한 토큰 인센티브형 플랫폼입니다. 크게 세 파트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계될 예정입니다.
첫째, 사교육 채널입니다. 현재 TUDA는 수 만명의 개인 교사들, 학생 및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과외 커뮤니티를 통해 운영하여 채널을 확장 중입니다. 나아가 사교육의 대표적인 부문인 학
원 교육 부분도 추가적으로 튜다 플랫폼에 유치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교육 교육 커뮤니티를 구축 할 예정입니다. 튜다 플랫폼은 공교육 커뮤니티를 구축하
여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투명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셋째, 교육 전용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교육 전용 하드웨어는 COVID-19로 야기된 비 대면
교육시대에 필수적인 부분이나 현재 교육 시장에는 유사한 제품이 없습니다. 튜다는 현재 개
발된 튜다 폰을 업그레이드하여 비 대면 교육 사업화에 적용할 것입니다.

TUDA (Tutor’s Diary) 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4가지 주요 분야에 집중할 것입니다:
교육 시장의 교육자들의 역할 확대와 잠재 수익 증가 교육자들 간의 지식 공유 커뮤니티를 통
해 컨텐츠를 평가 받고 토큰을 배분하며(“Proof-of-Brain”이라고 합니다), 신뢰와 믿음을 담보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1. 교육 컨텐츠 큐레이션 토큰 인센티브로 향상된 “Smart and social” 교육자료 컨텐츠 창작,
저작권 및 큐레이션을 보장합니다. (“보상 풀” (reward pool) 이라고 합니다)
2. 교육 수요자는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되며, 개별화 수준에 맞게 인증된 자료
를 큐레이팅하여 본인의 비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교육 업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정적, 재무적 처리를 간편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지원합니다.
4. 교육전용 기기인 블록체인 기반 ‘TUDA Device’를 통해 비 대면 교육을 활성화합니다.
TUDA 재단은 영속적으로 성장하는 기관의 지식 공유 커뮤니티를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 학부
모, 유관기관이 커뮤니티의 보상 구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접근성 있는 러닝 플랫폼 TUDA 안에서 유저들의 참여와 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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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교육 산업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는 모든 학생에 동일의 커리큘럼, 지역별 교육 격차, 교육 방법의 고착화
등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한 결과, TUDA에서는 크게 5가
지 교육 이슈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1. 양질의 교육 컨텐츠와 커리큘럼 관리 – 교육 시장의 교육자들은 뛰어난 의사소통 능
력과, 과목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더불어 전문적인 커리큘럼 등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교사들은 스스로 수업 퀄리티를 모니터링하고, 질 좋은 교육 컨텐츠를 관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교육 컨텐츠와 커리큘럼의 수익화 – 교육 시장의 교육자들은 강의 뿐만 아니라 커리
큘럼, 교육 컨텐츠 개발 등의 지적 자산을 즉각적으로 수익화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
프라인 사교육 시장 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을 모집하거나 학원을 홍보하는 등
의 마케팅에서도 실패하기도 하고, 개인 교습을 위한 적절한 장소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사업성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합니다.

3. 교사, 학생, 학부모 간에 효율적 교류 – 학생들은 선생님과 끊임없는 교류와 피드백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선생님과 학부모와의 관계가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
다. 현재에는 상호간의 교류가 체계적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소통 및 수업을
위한 전용 서비스나 환경적 미비로 특히 비 대면수업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4. 교사의 행정적 업무 과중 – 모든 교육의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연구, 커리큘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 내용, 교육 과정 등의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
교육은 각종 공문서 처리, 구매처리 등의 업무가 있고, 사교육은 업체 운영 및 PR 등을
위한 다양한 각종 행정 업무가 존재하여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5. 교육 회계의 불투명성 – 교육 당국이 각급 학교에 분배하는 예산 및 학부모가 운영위
원회에 납부하는 대금 등의 사용처가 불투명하고 불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TUDA 커뮤니티는 지식,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 공유로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를 성장시
킬 것입니다. TUDA 팀은 컨텐츠 생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질 좋은 컨텐츠에는 더 많은
보상을 주어, 모두가 참여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커뮤니티를 만들며, 교사와 학교 및 학원
등 운영기관의 효과적인 교육을 돕는 툴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5

왜 블록체인인가?
TUTOR’S DIARY

왜 블록체인인가?
TUDA는 교육시스템 특히, 교육 컨텐츠 기반의 질 향상을 위한 보상 이슈와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을 통한 탈중앙화식 방법으로 접근성과 투명성의 제공하여 시대에 맞춰 교육 문제를 풀
어나갈 것입니다. 현재의 중앙집중화 된 교육시스템은 교육 컨텐츠의 질을 하향 평준화 시키
고, 교사에게 각종 행정적 업무를 부과합니다. TUDA의 목표는 현재의 파편화된 교육 컨텐츠
환경을 하나로 결합시켜 양질의 컨텐츠를 큐레이팅하고, 교육 각종 행정적 운영적 문제점 해
결하는데 기여할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문제들의 해결하기
위해 TUDA 의 여정은 특히 세계 교육의 메카인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TUDA에서 블록체인의 필요성
TUDA 플랫폼은 모든 자료 (원본 및 그 외 컨텐츠) 및 커리큘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커뮤니
티 안에서 자유롭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와 같은
참여자들이 네트워크에 제출한 자료들을 변경 불가능하고, 확실한 인증 과정을 거칠 수 있도
록 합니다. 또한, TUDA 팀의 목표 중 하나는 교육 컨텐츠에 (커리큘럼, 수업 자료, 교육방법
등) “오픈 소스“를 접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존하는 자료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의
목표는 기존 자료들을 취합하여 오픈소스 형식으로 제공하여 선생님들이 기존 자료를 토대로
더욱 발전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던 우수한 교육
자료들과 추가적인 소스를 활용하여, 탄탄한 추가적인 수익원을 모든 기고자에게 제공하기 위
함입니다. 새로운 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및 컨텐츠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저
작권을 관리하고 보상 체계를 도입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탈중앙화 된 운영에 동참하고,
컨텐츠를 제작하며, 투명한 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TUDA 플랫폼은 다양한 교육기관(공교육, 사교육)의 운영의 투명성,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블
록체인 기술은 공공 거래장부 기술로서 공공 장부를 통한 모든 관계자의 손쉬운 접근과 프로
세스의 투명한 인증을 통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기관은 매년 구매
하는 항목들, 교복, 서적, 실험도구, 수학여행비 등의 비용을 투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지 못하
고 하나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업무로서 취급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몇몇 위원을 제외한 대다
수의 학부모들은 그 비용 처리의 사용 과정 및 결과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교육 기관
측면에서도 학원, 과외비의 납부 등의 현금 흐름을 학부모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투명한 관리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운영의 투명성, 편의성은 블록체인 기술로서
사회적 비용을 현저하게 절약하고 신뢰와 믿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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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적용 방향은?
TUDA는 분석한 블록체인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하여 각 서비스 및 제품을 만들 것입니다.

• 교육 컨텐츠 서비스 제공자로서 TUDA
TUDA 플랫폼은 시작의 튜터스다이어리 서비스의 발전된 형태일 것입니다. 현재 튜터스다이
어리는 과외 시장 부분을 시작으로 인증된 교사 그룹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과외 시장에서 교류하기 어렵던 부분을 손쉽게 교류할 수 있게 적용하여 관련 시장점유
를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튜터스다이어리는 학부모는 교사의 신원 확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부모에게 과외 대금 지급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TUDA 플랫폼은 과외 교사 이외에도 학원이나 학교 교사들의 참여를 통해 각종 교육 컨텐츠를
망라한 생애 교육 플랫폼으로 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컨텐츠 보상
시스템을 테스트 운영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컨텐츠의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컨텐
츠의 카피 등을 방지할 추적 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컨텐츠 제작인 교사들의 참여를 이끌 것
입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 TUDA 플랫폼은 교사들의 참여를 통한 양질의 컨텐츠 큐레이팅 플랫
폼으로서 개개인에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이끌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 교육 공공 거래 장부로서 TUDA
TUDA 플랫폼은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의 핵심입니다. 교사들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내용 및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양
한 행정적 업무에 치여 교육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TUDA 플랫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행
정부담을 줄어들 방법을 제안합니다. TUDA 플랫폼 내에서는 기존에 교사의 업무 였던 행정적
구매 영역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교사의 행정적 구
매 행위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러한 공개는 각 교육 관계자 및 학부모 등이 손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기기로서 TUDA
TUDA 는 ‘TUDAPHONE’ 런 칭 을 통 해 교 육 의 하 드 웨 어 적 용 을 진행 하 고 있 습 니 다.
‘TUDAPHONE’은 비대면 교육을 위한 기기로서 현재 COVID-19로 인한 팬데믹으로 그 필요성
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TUDAPHONE’으로 시작된 ‘TUDA DEVICE’은 양방향 원격 수업에 사
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교사들은 원격 수업에 본인들의 얼굴을 노출을 꺼려하며, 학생의
반응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방향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토로합니
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교육만을 위한 전용 기기로서 TUDA 플
랫폼은 활용됩니다.

7

교육 컨텐츠 제공자로서 TUDA
TUTOR’S DIARY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시장의 교사들이 커리큘럼이나 교육자료, 교육법 노하우에 대
한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학생/학부모는 교사의 경
험이나, 학력 및 배경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UDA는 이러한 문제들
을 아래에 기재된 서비스들을 통해 해결해보려 합니다.

선생님 우선 정책
TUDA의 주요 참가자는 선생님들 입니다. 가장 좋은 배움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TUDA는
세계 최고의 선생님들 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초기 정책들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TUDA 커뮤니티로 모집하는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ERC-20 기반의 콘텐츠 인센티브형 모델을 활용하여 우수하고 인증된 선생님들이 콘텐츠
를 지속적으로 생산한다면, 선생님들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인증방식
시스템이 자립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컨텐츠와 이력 등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받고 인증되어야 합니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평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 선생님들의 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것이며 이에 TUDA는 모

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공정성”을 위해 투표/등급 등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평
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TUDA 는 우선 Ethereum 네트워크 (ERC-20-호환 토큰)를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암호화폐
(TUDA 토큰)을 생성할 예정입니다. 모든 상업 및 상거래 활동은 TUDA 토큰을 통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RC-20 기반 토큰으로 만들어진 보상체계와 장터의 활용 등으로 인해 자체 발
전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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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기로서 TUDA
TUTOR’S DIARY

‘TUDAPHONE’은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서 개발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https://youtu.be/b8G4fzSeiUg)
TUDA팀은 ‘TUDAPHONE’을 비대면 교육시대에 맞게 소트프웨어 개발을 진행중입니다. 아래
와 같은 접근을 통해 교육 IT 기업으로서 비 대면 교육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양방향 온라인 교육
TUDA는 비대면 시대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맞춰 양방향 온라인 교육을 선도
하고자 합니다. 양방향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는 어려가지 원인이 있으나 교
사의 참여가 어려운 점이 큽니다. 교사가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기기에서 교사를 위한 안
전장치 및 편의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TUDA는 양방향 온라인 교육을 위한 컨텐츠 제공 및
안전한 양방향 영상 송출을 제공합니다.

학생수업 집중 전략
온라인 교육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학생이 교육에 집중할 환경을 제공하는가 있습니다.
‘TUDAPHONE’은 하드웨어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 탑재될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성을 교사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통해 학업 집중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장치가 활성화 되기에 더욱 학
업에 전념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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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블록체인인가?
TUTOR’S DIARY

사용 사례 시나리오
사례 1: 선생님
수익
선생님들은 전통적인 선생님-학부모-학생 관계 외에 “Proof-of-brain” 프로토콜 안에서 양질
의 교육 컨텐츠를 생성함으로서 추가 수입을 벌 수 있습니다.
• 선생님들은 TUDA 컨텐츠 장터를 활용하여 자료의 저작권을 등록하고 추가 수입을 위해 자
료를 재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리적 장벽 제한들이 사라집니다.
• 선생님들은 TUDA 플랫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업의 최척화
• 선생님들은 원스톱 컨텐츠 장터를 활용하여 교육 자료를 구매하여 활용하거나, 기존 교육
자료를 학습하여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다른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과 소통 가능
합니다.
• 인센티브형 지식공유 기능으로 다른 선생님들과 수업 전략 및 최근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며
활발히 교류할 수 있습니다.

사례2: 학부모
신뢰
• TUDA 플랫폼의 투명성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해 명확한 이
해를 할 수 있고 커리뮬럼, 스케쥴, 성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인증된 선생님과 학습하는지 보장하는 인증 제도를 운영합니다.

학생 교육 관리
• 학생들의 성취가 신뢰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 기록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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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블록체인인가?
TUTOR’S DIARY

학생 교육 관리 (계속)
• 학부모는 학생의 활동 기록을 열람하여, 학생의 실력이 어느 과목에서 향상되고 어느 과목
에서 추가 학습이 더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마이닝 기반으로 학생에 적합한 문제 세트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속도와 컨텐츠로 학습하도록 합니다.

사례3: 학생
이력 관리
• TUDA 플랫폼은 학생 스스로 언제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학부모들을 위한 시스템과 비슷하게 학생들은 자신의 현재 성적과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생태계 안에서 안전한 교류
•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TUDA 플랫폼 안에서 안전하게 교류
할 수 있도록 보장 합니다.

• TUDA 안의 탈중앙화된 인증 시스템으로 검증된 교사들과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교육 모델에서 모든 학생들
이 같은 수업을 같은 속도를 배우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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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블록체인인가?
TUTOR’S DIARY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밸류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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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블록체인인가?
TUTOR’S DIARY

생태계 / 밸류체인
현재의 교육 시스템

블록체인을 통한 교육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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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및 블록체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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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및 블록체인 기술

TUDA
Platform

14

주요 서비스 및 블록체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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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A 플랫폼 개발 전략 로드맵
Dec., 2018

1Q, 2019

Jul., 2019

Jul., 2021

Jul, 2022

1st Stage Platform

New Tutors’ Diary

Tutors' Diary Token Listing
2nd Stage

A crowd-sourced problem solving
& Educational Contents Commerce Platform
3rd Stage

My Little Class
4th Stage

My Little School

(1st Stage) 2018
Tutor’s Diary

Teachers’
Community

Parents’
Community

(2nd Stage) 2019
A crowd-sourced
problem solving
& Educational
Contents Commerce
Platform

Students’
Community
(3rd Stage)
My Little Class

Online to Offline

(4th Stage) 2021
My Little School

주요 서비스 및 블록체인 기술
TUTOR’S DIARY

TUDA 플랫폼 (1 단계) New Tutor’s Diary
선생님 중심의 커뮤니티를 만들 계획입니다. 베타 단계

로 검증 후 개발 예정인 New Tutor's Diary는 선생님
들에게 필요하고 편리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교육 자체에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지원 기능들 또한 TUDA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ID 관리/인증 시스템, 자료를 공유/거래할 수 있
는 장터, 세금신고 솔루션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TUDA의 초기 목표는 선생님들이 서로 자신의 수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념, 아이디어, 교육자료 등에 대
하여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TUDA 플랫폼 (2 단계) 크라우드 소싱 문제해결

선생님들의 강력한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TUDA는
문제해결 서비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서비스에서 누
구든지 풀기 어려운 질문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선
생님들의 커뮤니티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학
부모들도 참여 가능) 답변을 도출해낼 것 입니다. 문
제해결 플랫폼에서 활발히 참여하고 소통하는 선생

님들과 학부모, 학생은 TUDA 토큰으로 보상 받습니
다. 토큰은 TUDA 플랫폼 안에서 거래용으로 사용되
거나 투표 시스템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TUDA 플랫폼을 통하여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성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 빅
데이터 기반의 AI 챗봇, 학부모를 가이드 할 수 있는 피드백/제안 엔진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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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및 블록체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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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y Little Class
1,2 단계를 통해서 TUDA가 선생님 및 학생들의 커뮤니티
를 성공적으로 형성하면 두 커뮤니티를 합쳐 새로운 학습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인증된 선생님들이 MCN (Multi
Channel Network) 및 VOD (Video on Demand)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실을 통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TUDA

는 가상 학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선생님
들과의 맞춤형 비디오 서비스로 학생들의 교육 경험을 향
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TUDA 생태계
안에서 비디오 서비스를 활용하여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My Little School
TUDA의 최종적 목표 중에 하나는 국경 없는 가상의 교육
경험입니다. TUDA는 가상 학교가 되어 맞춤형 큐레이션
된 커리큘럼을 제공할 것입니다.
TUDA 플랫폼의 주요 목적은 전 세계에 있는 현 학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카운슬러들이 학생들
에게 맞춤형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오프라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경 없는 공유 학
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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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A 토큰에 대하여
TUTOR’S DIARY

TUDA 토큰에 대하여
토큰의 사용
TUDA 생태계 내에서 투표를 포함한 모든 상업적 기능은 TUDA 토큰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최초의 TUDA 토큰은 토큰 판매를 통해 분배될 것이며 관련 세부사항은 본 백서의 후반부에 서
술됩니다. TUDA 토큰은 다음의 기능을 위해 사용되지만, 용도는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업적 활동 (예를 들어, 문제 세트, 커리큘럼, 도구모음, 수업 등)
•투표 기능
•사회적 책임. TUDA 토큰 거래의 일부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단들에 기부

TUDA 토큰 세일 모델
토큰의 총량은 하드캡이 있을 것입니다. 토큰 세일에서 고정된 하드캡 도달 시 세일은 완료될
것입니다. TUDA 세일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TUDA에 대한 기여와 및 인센티브
다른 무엇보다 최고의 선생님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TUDA
는 교육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도록 선생님들의 인풋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ERC-20 기반 토큰을 활용한 TUDA 플랫폼에 더 많은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여는 TUDA 플랫폼 안에 다른 선생님들, 학생 및
학부모가 인증할 것입니다. STEEM 또는 EOS와 유사하게 TUDA 네트워크안에 컨텐츠가 발행
되고 난 후 몇 일 뒤에 토큰이 지급될 것입니다.
TUDA 안에서 근본적인 통화 및 투표 단위는 TUDA 토큰이 될 것이며 하나의 TUDA 토큰은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TUDA 토큰은 선생님이 교육 플랫폼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
지에 따라 제공될 것입니다.
아래는 TUDA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1. 컨텐츠 생성으로 인한 기여
TUDA 플랫폼안에서 활발히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함으로써 제작자는 보상 풀에
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방안은 TUDA 커뮤니티의 참가자 (선생님/학부
모/학생)들을 통해서 받은 추천(upvotes)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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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된 컨텐츠에 대한 투표와 선별
다른 사용자 (선생님, 학부모, 학생)보다 먼저 컨텐츠를 추천한 사용자는 더 많은 보상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각 게시물의 작성자는 게시물에 할당된 TUDA 토큰의 75퍼센트를 분배 받
으며, 나머지 25퍼센트의 토큰은 투자 비율에 따라 큐레이터(추천인)들에게 배당으로 분배
됩니다. TUDA 토큰은 staking 을 통해 투표권(Voting Power)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토
큰이 stake 되어 있다면 컨텐츠와 큐레이션 지불금이 늘어납니다. Stake된 토큰은 최소 3
개월간의 의무 보호예수 기간이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개월간 고정 퍼센티지로 출금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TUDA는 투표권(voting power)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저들이
“Mana bar”를 사용하여 일정 시점까지 추천/비추천 (업/다운) 투표할 수 있게 합니다. 유저
가 매번 투표를 할 때마다 투표의 영향력은 낮아집니다. 이 비중은 “Mana bar”를 비우고 시
간이 지남으로써 일정한 속도로 다시 채워집니다. 유저들이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upvote(추천)을 현명하게 사용하시는게 중요합니다
3. 크라우드 소싱 활동
크라우드 소싱 활동들은 직접적인 수익 창출 용도 입니다. 유저들은 소정의 TUDA 토큰을
받고 문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답안을 제출하는 유저는 TUDA 토큰을 받게 됩
니다. 더 종합적인 답안을 올리는 유저는 더 많은 토큰이 지급될 것이며 답안은
upvote/downvote 시스템을 통해 검증될 것 입니다.
4. 프로모션
저자들은 자신의 컨텐츠를 홍보하기 위해 TUDA 토큰을 사용하여 지불/입찰할 수 있습니
다. 홍보된 컨텐츠는 선택한 카테고리에 특별한 부분에 7일간 노출될 것이며, 커뮤니티에
더 많이 노출되어 upvote의 (추천 받을) 확률을 높여 줍니다.

5. 상업적인 장터

장터는 순수하게 자유시장을 지향하며 선생님들은 일정한 TUDA토큰을 지불하고 교육과
정, 문제지 등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다운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증될 것입니다.

6. 외부 거래소
유저는 외부 거래소에서 TUDA 토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거래소는 추후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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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업
TUDA가 My Little Class(3rd Roadmap) 기능을 런칭하면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수업을 TUDA 토큰으로 거래하여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무료
수업“을 할 수 있으며 TUDA 규칙의 투표 및 큐레이팅 시스템 기반 TUDA 토큰을 받을 수 있
는 옵션이 있습니다.

TUDA 컨센서스 시스템
TUDA 팀은 매달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일주일 간 투표를 통해 응답할 수 있는 사안을 제기하여
투표의 결과를 공개할 것 입니다.
투표는 아래 제시한 사항들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 ID 및 신용 관리
TUDA는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피어 리뷰 (동료평가) 컨센서스 시스템을 제할 것
입니다. 시스템은 정부기관에 인증된 신원 확인 회사, 그리고 기술 기반 신원 확인 회사
(KYC, 블록체인 기반 ID 제공사)의 서비스를 포함할 것입니다. 종신 재직의 교사, 교육 전문
가,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로 구성된 대표 컨센서스가 지분 투표 (staking vote)를 통해 선
생님에 대해 제공된 정보가 정확한지를 투표하여 선생님들의 신용과 ID관리를 보장할 것
입니다. 특히, 경력이 정확한지에 대한 여부는 이력 확인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및 ID 기
술을 통합하여 확인)를 통하여 확인할 것입니다.
2.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최고의 문제들을 업로드하는 경우 보상이 주어집니다.
컨센서스 메커니즘은 문제 솔루션/답변이 정확함을 보장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 및 해결하
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3. 수업 방법, 커리큘럼, 레슨 자료
컨센서스 시스템은 장터와 연결되어 주제에 따라 최고의 수업 자료 및 방법을 투표할 수 있
습니다.
선생님은 참여자들에게 가장 많이 투표된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보상으로 할인을 제공하여
(TUDA가 모든 토큰 유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보장) 선생님들에게 자동 추진식이고 충
분한 광고/마케팅 도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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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A의 게시판은 사용하기 쉽도록 메인 화면에서 사용자들 사이에 인기있는 일간 및 주간 포
스트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게시판은 학생 코너, 선생님 코너, 학부모 코너, 그리고 모든 사용
자 코너로 나누어져 있을 예정입니다. 각 코너는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예. 학부모일
경우, 학부모 코너와 학생 코너에 접속할 수 있음).
아래 제시한 기능들이 제공될 예정이나 이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독한 저자들의 행동 및 토론
•인기있는 기사 및 토론
•중요 소식
•투표 및 결과
•일정 및 이벤트
•수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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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
TUDA 플랫폼은 지속 가능하고 탈중앙화된 생태계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래 거래 수수료를 통해 수익이 창출됩니다:

창출된 수익의 일부분은 생태계에 다시 반환되어 컨텐츠 분담금에 사용될 것입니다. 컨텐츠
분담금은 위에 언급한 활동을 통한 수익을 기반으로 시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될 것 입니다.
생태계의 초기단계에는 컨텐츠 분담금의 일부분은 TUDA 토큰 보유고로 할당될 것 입니다.
TUDA 팀은 양질의 컨텐츠가 생태계에 큰 가치를 더할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토큰의 총 공
급량을 하드캡으로 제한하여, 수익 창출부터 분담금 지불까지의 사이클 마다 (사이클 마다 더
많은 컨텐츠가 생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플랫폼의 근본적 가치가 조금씩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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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TUDA 플랫폼
현재의 Tutor’s Diary 플랫폼은 베타 개발 단계에 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5 통해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만7천여명의 개인 교사 및 약 3천여명의 학생들이 TUDA 모바일 어플
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utor’s Diary – 현재 상황
TUDA는 초기에 오직 선생님을 위한 서비스 였으며 향후 서비스를 학부모와 학생들도 포함시
키도록 확장할 계획입니다.

초기 선생님/컨텐츠 기반
현재 사교육 시장에서 활동하는 선생님을 위한 플랫폼은 없습니다. TUDA는 사교육 시장의
교육자들이 수업 know-how, 교육정책, 최근 교육 트렌드 등 주제에 대하여 활발히 논의하
고 참여할 수 있는 개인 교사 커뮤니티를 구축했습니다. 플랫폼 내에서 학생들이 요청하는
문제를 푸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개발의 다음 단계는 TUDA토큰 보상체
계를 활용하여 교육 커뮤니티에 적용시켜 플랫폼 안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축적시키는 것

입니다.

5.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uda.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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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국경을 불문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개인 교사이자 카운슬러 역할을 하며, 모든 학생들을
위한 특화되고 개별 맞춤 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전 세계의 검증되고 전문적인 선생님들 스
스로가 개개인이 가장 자신 있고 전문적인 과목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현실
화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희 팀은 대한민국에 기반을 두고, 먼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런칭
7

할 예정입니다. 안드로이드에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TUDA는 185 억 달러의 사교육 시
8

장과 대한민국에 등록된 129만 명 이상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시장 결
과가 나오면 저희 팀은 7천억 달러 시장인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세계 교육
9

시장은 6.3조 달러 입니다).

TUDA 팀은 앞으로 플랫폼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지만, 학교들을 설립하는 비전
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 팀은 플랫폼이 탈중앙화되어 최종적으로 TUDA 커뮤니티가 관리하는
자유로운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마켓을 제공하여 교육자들이 추가 수익 창출
을 통해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TUDA는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UDA 플랫폼이 개발
되어 오픈 소스로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학생들을 위한 블록체인기반 교육시스템이 제공되
기 시작하면 TUDA는 스포츠, 요리, 언어, 취미 등의 다양한 교육 강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7. 2011-2015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8. Korea Employment Statistics
9.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answer-sheet/wp/2013/02/09/global-education-market-reaches-4-4-trillion
and-is-growing/?utm_term=.f8b15a8b9c06

24

Token sale schedule and Distribution
TUTOR’S DIARY

토큰 세일 스케줄 및 배포
토큰의 총 공급량
하드캡: 2,400,000 USD
발행규모 및 토큰 가격 (USD): 120,000,000 TUDA 토큰 (1TUDA = $0.02)
토큰 총 공급량: 600,000,000 TUDA 토큰 (BTC또는 ETH로 토큰 세일이 진행됩니다)

TUDA 토큰의 배포
팀원
커뮤니티 보유고,
TUDA 서비스, API 개발

65.0%

10.0%
토큰세일-퍼블릭

10.0%
자문단 + 파트너

5.0%
토큰 세일 - 프라이빗

10.0%

• 토큰 세일 (프라이빗 및 퍼블릭) - 20%
TUDA 팀 멤버는 토큰 세일을 통한 자금을 TUDA 플랫폼 개발에 사용할 것입니다. 토큰 세일의
구매자들은 TUDA 플랫폼의 향후 주요 발전에 투표할 수 있고, TUDA 플랫폼의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또한 TUDA 토큰을 TUDA플랫폼 내에서 지급/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
습니다.

• 팀원 - 10%
TUDA 플랫폼 및 서비스는 TUDA 팀 멤버 (개발자, 서비스 운영자, 사업 개발자 등)가 개발 및
유지할 것 입니다. 팀 멤버의 이해관계와 TUDA 플랫폼의 발전을 맞추기 위해, 설립 멤버 (향후
팀 멤버)들에게는 TUDA토큰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TUDA 커뮤니티의 서포터들을 보호
하기 위해 팀 멤버들의 토큰은 3년간 락업이 될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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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단 - 5%
TUDA 플랫폼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문단 및 파트너에게는 TUDA 토큰이 대가로 제공됩니다.
그러나, TUDA 커뮤니티의 서포터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문단 및 파트너에게는 TUDA 토큰 중
토큰 세일 완료 후 6개월 이후부터 2개월마다 총이 액의 10%씩 균등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TUDA 제3자 배분, 커뮤니티 보유고, 토큰 세일 인센티브 - 65%
TUDA 재단이 보유한 TUDA 토큰은 제3자 서비스 개발자들과의 플랫폼 성장 및 확장에 사용될
목적입니다. 또한, TUDA 토큰은플랫폼 기여도에 따라 유저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전체 발
행량의 65%에서 40%는 커뮤니티 리워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세일 스케줄
프라이빗 세일: 2018년4월부터 2018년 12월
퍼블릭 세일: 2019년1월부터 2019년 2월

자금 사용 목적
운영 비용
30.0%
플랫폼 개선
20.0%

비즈니스 개발
15.0%

마케팅
20.0%

보유고
15.0%

26

팀원 및 자문단
TUTOR’S DIARY

팀원 및 자문단
TUDA 팀은 스타트업, 교육, 블록체인 및 IT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교육을 제
공하자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TUDA 자문단은 특별히 TUDA 프로젝트의
성공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Founders
Jay (Jaehyun) Choi
최고 경영 책임자 (CEO)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인 REMCO 파트너스 창업자로서 블록체인 마이닝팜,
시스템트레이딩 플랫폼 및 ICO 투자를 통해 수익 창출했습니다. 10년간의
스타트업 및 사업의 경력이 있습니다. 크라우드소싱(이디크라우드), 프랜차
이즈 브랜딩(멜리스, 하키오스, 빌딤)등을 수행하며 브랜드의 메케니즘 설계
및 영업, 경영등 다수의 경험을 쌓고 팀을 이끌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퍼듀 대학교

Sungmin Song
최고 재무 책임자 (CFO)
8년 이상 KMPG 회계사 경력
퍼듀 대학교 / AICPA

Jay Yoon

최고 기술 책임자 (CTO)
곰티비, 아프리카티비, 티켓몬스터, 에스티유니타스 등에서 프로그래머 및
Technical Leader 로 재직한 17년 이상 경력의 온라인 서비스 개발 전문가
입니다. JAVA, PHP 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며, 그 외 각종 온라인 서비스 개발
에 필요한 Ruby/Scala 등의 Language 기술, MySQL/NoSQL 등의
Database 기술, Hadoop 을 기반으로 한 BigData 기술, GA/BigQuery 등을
사용한 Data analysis 기술, Solidity/Truffle 을 사용한 Blockchain 기술, 등
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BigData 에 기반한 대
용량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 서비스 구조 설계 및 프로토타입 제작에 강점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향후 TUDA 가 만들어야 할 다양한 서비
스 플랫폼에 대한 설계와 개발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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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Nha
최고 전략 책임자 (CSO)
국내 유명 온라인 서비스 전문회사인 AfreecaTV, Ticketmonster, STUnitas
에서 B2B/B2C 온라인 서비스의 사업기획, 서비스전략, 서비스운영, 인프라
기획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서비스 전문가 입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다양한 컨텐츠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훌륭한
실무 경험을 가지고, 현재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객에 대한 집중과
서비스의 기여도를 높여 TUDA의 핵심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Dylan Han
비즈니스 개발
REMCO 파트너스의 수석 애널리스트로서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통
해 광범위한 리서치 경력 보유.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지식과 네트워크를
통해 TUDA 플랫폼의 성장 기회를 찾을 계획입니다.
워털루 대학교

Jin Hur
블록체인 엔지니어
SNS Energy와 ideecrowd의 CTO, 그리고 LG CNS에서의 소프트웨어 엔지
니어 경력 (10년 이상의 개발 경력) 및 소포트웨어 코딩 과외 경험.
퍼듀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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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s
Christopher Cynn

TUDA 의장 및 플랫폼 서비스 고문
티켓몬스터와 Althea의 공동 창업자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성
공적으로 창출하고 대형 벤처기업 경영 경력. 또한, 10년 이상의 과외 경
험을 통한 know-how를 보유하고 있어 TUDA 플랫폼의 주요 기능들의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Yohan John Kim
블록체인 고문
NE파트너스 창업자이자 암호화폐 헤지펀드 판테라 케피탈의 유한책임 파
트너. 연쇄 창업자이자 과거 벤처 케피탈리스트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한 스타트업들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프로젝트의 성쇠와 함께 팀을 이끌 것
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 샴페인

Chanki Lee
블록체인 고문
DAYLI 마켓플레이스의 CEO로서 (글로벌 탑 50 가상화폐 거래소
Coinone을 보유하고 있는 DAYLI 금융그룹의 상임이사). ICON 및
Insureum 등 성공한 ICO 와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John (Chikeun) Lee
투자 고문
Formation 그룹의 벤처 캐피탈리스트 (DAYLI 금융그룹 투자자).
워털루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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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Park
법률 고문
스타트업 경력이 풍부한 미국 변호사 (Eonetime 공동 창업자). 그의 국제
법 지식은 TUDA 플랫폼이 전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
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J.D.학위 우수생으로 취득, 뉴욕에서 사법시험 합격)

Dr. James Won-ki Hong
교육 고문
포항공과대학교 (POSTECH) 정보통신 대학원 학과장 및 컴퓨터공학 교수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 컴퓨터 공학 학사 및 석사 학위 , 워털루 대학교 컴
퓨터 공학 박사 학위 소지

Robert Iskander
교육 고문
2017년 EdTech Digest Magazine이 선정한 에듀테크 분야에서 가장 영
향력있는 100인 중 한명인 Robert는 연쇄창업가 (serial entrepreneur)
로서 30년 이상의 경험을 IT, 전략기획/혁신 등의 분야에서 쌓아왔습니다.
Robert는 세계적인 비지니스 리더로서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열정을 쏟고 있으며, 특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K-12)에
대해 특별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CEO of Global Grid for Learning

Junghwan Lee
교육 고문
지난 2012년 설립된 (주)거산교육의 대표이자, (주)시선 대표컨설턴트 및
CEO, (주)포워드퓨처(에듀팡) 고문, 아하(Aha) 전략고문, (주)소프트펍
CSO, (주)네오플랫(고방) CSO등을 역임한 교육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
외 국풍2000, 에듀베이션(훈장마을), K-tutor, 한국교육평가센터, 클라우
드페이 등 다 수의 프로젝트 핵심 멤버로 참여한 경력은 TUDA서비스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거산교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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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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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DA 재단의 역할
TUDA 재단은 비영리 기관으로 TUDA 설립자들에 의해 독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입니
다. TUDA 재단의 과제는 TUDA 플랫폼이 안정적이며 투명하고 신뢰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입니다. TUDA 플랫폼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TUDA 재단은 전 세계의 모든 연령층의 학
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TUDA 재단의 주요 역할은:
- 학생들이 양질의 맞춤형 교육 자료에 탈중앙화 된 TUDA 생태계 안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TUDA 플랫폼의 설립
- 전 세계에 있는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우수한 교육자들이 TUDA 생태계 발전을 위하여 컨텐
츠를 자유롭게 업로드하고 거래 할 수 있도록 지원
- 더 많은 학생들과 아이들이 기본적 권리인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려사항
재단은 TUDA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플랫폼의 개발과 지원을 유일한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TUDA재단은 위에 언급한 초기단계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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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평가
토큰 가치 변동성
• TUDA 토큰이 TUDA 플랫폼 안에서 거래를 촉진시키기는 용도이지만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입니다. 따라서, TUDA 토큰의 시세는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되어 거래 가격에 변
동성을 유발하여 토큰 소유자들에게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
• TUDA 토큰은 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TUDA 토큰의 가격을 보장해드릴 수 없습니다.
• TUDA 팀은 TUDA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성공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TUDA 프로젝트는 운용비용을 감당할만한 유동성이 부족 경우 해산될 수 있습니다.
• 매우 낮은 확률의 시나리오지만 해킹당하거나 도난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손실 위험을 보장할 보험 정책은 없습니다.
• 이 백서에서 언급된 TUDA 서비스는 플랫폼의 상황과 팀원 및 유저들의 의견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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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한계
이 백서는 투자 권유서로 간주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관할 구역에서도 유가증권이나 그
와 유사한 금융상품의 발행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백서는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보나 투자권고로 간주될 만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TUDA 재단 혹은
TUDA 관련 주식, 유가증권, 혹은 권리를 판매하거나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TUDA 토큰은
유틸리티 토큰일 뿐이며 TUDA 플랫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투자목적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됩니다.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TUDA 토큰의 발행은 투기적인 용도가 아니라 TUDA 플랫폼에서의 사용
을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TUDA 토큰의 발행은 토큰의 법적 자격을 바
꾸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TUDA 플랫폼에서의 사용을 위함이며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TUDA 는 법률, 세금, 금융에 관한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백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일반 정보
이며 TUDA는 정보의 정확도나 완성도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
토큰의 자격이 인증되지 않음으로써 모든 TUDA 토큰의 구매자는 토큰 구매와 소유에 대하여
해당 국적 및 거주지에 따라 법률 및 세무 분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TUDA 는 버뮤다 법에 의거

한 금융중개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자금세탁방지법을 위한 어떠한 허가도 받을 의무가 없습니
다. 이러한 요건은 TUDA 재단이 앞으로 제공할 서비스가 자격이 있고 금융중개 업무를 하였다
고 간주되었을 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TUDA 재단의 TUDA 플랫폼 및 서비스의
사용은 AML/KYC 식별 프로세스의 통과 절차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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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및 서비스 개발 명세 (예시)
API를 만든 후 TUDA 팀은 최종 사용자에게 교육 경험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만
들 것입니다. 대부분의 API는 서비스들에 적용될 것입니다.

Tutor’s Diary
서비스

•

교육: 수업 관리 도구

•

채용: 고용 시장 서비스

•

금융: 간편 결제 서비스

•

마케팅 및 크라우드 소싱: 교육자료 거래 및 판매

•

소셜 네트워크: 실시간 메세징, AI 챗봇, 달력 서비스

•

미디어: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 뉴스, 소셜 미디어 기능

문제해결 플랫폼
서비스

개발 전략

•

문제해결: 개인교사 및 학생들이 사진, 오디오, 비디오 서비스 사용

•

이벤트: 실시간 퀴즈쇼

•

추천: 문제/질문 추천 서비스

•

실시간 AI 챗봇: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은행의 챗봇

•

서비스 플랫폼: Android / iOS app 서비스의 모바일 웹 및 app (하이브리드)

•

대상: 선생님, 학원, 개인을 위한 차별화된 효용 서비스

•

방법: 문제 은행에서의 추천을 위한 빅데이터 알고리즘, 자동화된 AI 챗봇 서비스 개발, 서
비스 클라이언트 폴 시스템, 이미지 업로드 및 편집 서비스, 오디오 녹음기, 라이브 방송 시
스템 (WebRTC), 미디어 서버 기반의 VOD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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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고려사항
TUTOR’S DIARY

My Little Class
서비스

•

교육: 가상 학원 서비스 플랫폼

•

통합: TUDA, 문제해결 서비스, 멀티채널 네트워크 및 LMS

•

대상: B2B 및 C2C

•

방법: LIVE + VOD 서비스

My Little School
서비스

개발 전략

•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포함한 MCN 기반의 글로벌 통합 가상 학교 서비스

•

신용: 신용 승인, 증명서 서비스

•

방법: 가상현실 기술

•

서비스 플랫폼: Android / iOS app 및 PC

•

대상: 선생님, 학원, 개인을 위한 차별화된 유틸리티 서비스

•

방법: 관리,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각 유저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시보드 서비스, 유저들이 교
육자료를 플랫폼 안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 DRM을 갖춘 비디오 플레이어, WebRTC 기반
의 비디오 챗 시스템, 컨텐츠 판매 플랫폼, 신용 및 증명서 관리 시스템, 가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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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고려사항
TUTOR’S DIARY

기술적 고려사항
기술적 구조
1. TUDA 토큰 이코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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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고려사항
TUTOR’S DIARY

2. TUDA 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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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고려사항
TUTOR’S DIARY

3. TUDA CROWD (DRM, ADM, LMM 및 DAA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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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고려사항
TUTOR’S DIARY

4. TUD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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