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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화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지리적 

장벽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몇 가지의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발생되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만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탄생한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는 인터넷이 제공되는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학습장벽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현재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각 

개인이 이러한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커리큘럼은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 또는 관심사에 

맞춰져 있지 않고, 융통성 없이 설계되어 학생들이 배우고 

습득하는데 어려움 주기도 합니다. MetisEdu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각 학생의 성격과 관심사에 따라 

교육 콘텐츠를 맞춤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MetisEdu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화되고 맞춤화 된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시장규모는40.1%의 

연평균성장률(CAGR)로 2018년 39억 달러에서 2023년 20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OOC 과정이 무료로 진행되며 공개적으로 공유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MOOC 시장의 빠른 성장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MOOC는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참여적, 거대규모의 교육을 의미하며, 기존의 

수업들과는 달리 인터넷 토론 게시판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MOOC는 학습자의 학습 목표, 사전지식 및 

기술, 공통 관심사에 따라 열린 교육으로 지속적인 상호참여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플랫폼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MOOC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Coursera와 같은 여러 대형 MOOC 운영자가 고등교육을 재편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Coursera는 학생, 교육기관 및 기업을 포함하여 교육 

시장 내의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독특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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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ra는 전 세계의 어떠한 교육기관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어디서든 위치의 제약없이 인터넷 연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스스로 커리큘럼을 만들고 유연하게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Coursera는 실시간 피드백 및 언어 문장분석과 같은 과거에는 실현하기 어려웠던 

기술들을 통해 학습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라 코스 난이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적응형 학습 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법과 각 튜토리얼 및 강의에 소요된 시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에 맞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학습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Coursera에서는 학습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디지털인증서 형태의 수료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성취욕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감독시험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이수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MetisEdu는 Coursera가 MOOC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척한 것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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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교육시장 동향

교육의 중요성은 전 세계의 많은 학생들과 전문가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능률의 증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컨센서스에 따라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이 사회전반에 걸쳐 주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감안했을 때 전 세계적인 GDP

대비 교육지출의 증가추세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교육의 혜택으로는 개인의 

차원에서 봤을 때 고소득 잠재력, 경력발전, 기술개발 및 고용기회의 창출로 

이어집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회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의 향상, 

범죄율의 저하, 국민보건의식의 향상, 평등한 사회로 이어집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의 긍정적 외부효과로는 수출증가 및 혁신적인 노동력 증가와 

같은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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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경제적이익 외에도 치매지연을 통한 의료비용 절감, 

더 높은 경제 활동으로 인한 실업과 같은 사회적 비용 감소, 다인종 고용 가능성 

등 다른 긍정적인 효과와 혜택도 발생합니다.

각 개인이 달성해야 할 교육수준을 시장에 자유롭게 맡겨 놓으면 교육에 소비를 

하지 않아 위와 같은 사회 혜택을 누리기 힘듭니다.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가 

거시적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소시켰지만, 각 개인에게 교육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미시적 접근은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MetisEdu는 

각 학생이 교육을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MTS 토큰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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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는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지만, MOOC에 등록한 학생들의 평균 

수료율이 5~15%로 매우 낮습니다. Columbia University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MOOC에 등록한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을 찾고 교육수준을 높일 때 

내재적 동기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가시간, 유급근무 등 시간의 형태로 큰 기회비용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는 가족부양 등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더 큰 기회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MOOC 중퇴율이 증가하며 그 결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과정의 중퇴율은 오프라인 교육과정보다 6~7배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밟으려는 사용자들은 의사소통의 

질을 향상시켜 자신과 사회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높은 기회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혜택의 부족으로 교육을 완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Rice University의 Jones 경영대학원은 온라인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이 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높은 학비를 내야 한다는 서약을 하게 되면 이수율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꺼릴 수 

있으므로 이수율을 높이는 데는 불완전한 해결책으로 보여집니다. 

MOOC 교육의

한계점



MetisEdue

솔루션

08

MetisEdu Whitepaper

MetisEdu는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MetisEdu는 교육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해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수료함과 동시에 보상을 제공받습니다. 

MetisEdu는 블록체인 기술인Proof-of-Work를 통해 MTS 토큰을 채굴함 

으로써 이를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MTS토큰을 얻으려면 사용자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완료된 각 과정들에 대해 사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 MTS 토큰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받을 보상은 학업성취도와 

해당과정 완료 후 사회가 받게 될 기대이익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교육과정 완료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로 학생들은 교육과정 동안 받은 모든 상과 

함께 졸업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받은 상과 인증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ERC-721타입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으로 발행됩니다.



MetisEdu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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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리서치 기업 메사리(Messari)의 202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술품, 게임 아이템 등 온라인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지적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NFT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NFT 친화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함께 

NFT 거래 플랫폼, 확장 솔루션 등 관련업계 성장이 동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스마트 계약에 기록된 고유의 식별 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산을 가리킵니다. 토큰 1개당 가격이 같은 일반적인 가상자산과는 달리, NFT는 

1개당 가치가 모두 다른 것으로 희소성 있는 상품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NFT관련 데이터 제공업체 ‘NonFungible’에 따르면, NFT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2017년 하반기 이후 미진한 거래규모를 보이다가, 2020년 3Q부터 

현재까지 거래규모와 평균 거래가가 대폭 상승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6

개월동안 NFT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쏠리면서 메인 플레이어들이 빠르게 

시장에 정착함과 동시에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대폭 상승한 평균 거래가 대비 거래량은 큰 변화가 없는 

편인데, 이는 평균 거래가가 낮고 거래량이 높았던 2017년 그래프와 반대입니다. 

인기 아이템이 다수의 유저들 사이에서 거래되었던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지금의 

NFT 시장은 소수의 자산가들이 투자가치를 높게 바라보고 NFT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일지도 모릅니다. 특정 NFT의 경우 억단위를 

초월하며 일반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와 2020년 하반기 그래프의 차이/ source : nonfungible.com



2020년 3Q부터 거래규모와 평균 거래가 대폭 상승 / source : nonfungi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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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Peer to Peer) 거래가 가능한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 

(OpenSea)의 유저수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25,000명을 넘어섰고 월 거래량 

또한 $2.5M을 넘어서는 등 개인간의 거래 시장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들 대부분이 사용자 유치를 가장 큰 고민으로 꼽고 있다면 

게임아이템 거래, 디지털 아트상품 거래 등 흥미로운 콘텐츠가 담긴 NFT가 

블록체인 시장에 일반 유저들을 손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 게이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꾸준히 상승 중인 오픈씨의 월간 거래규모와 유저수 / source : Messari



MetisEdu는

MetisEdu는 학생들이 경제활동에서 수요가 많은 중요한 기술을 배우고,

이 학습 과정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분산형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육이 접근성과 용이성을 갖춰야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멘토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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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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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버넌스 토큰

a. MTS 토큰 소유자는 MetisEdu 프로토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버넌스

 제안을 하고 이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 프로토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각 과정 완료 시 분배되는 총 보상 (사회에서 요구하는 과정에 투표하여

  더 많은 사용자가 과정을 선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과정 완료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을 늘릴 수 있음)

 ii. MetisEdue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b. 거버넌스 제안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큰 개수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MTS 토큰의 유통 공급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c. MTS 토큰은 MTS 소유자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조직에 양도될 수 있습니다. 

d. MTS 토큰 소유자는 MetisEdu 튜터 지원자의 샘플 영상을 보고 튜터 자격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i. 자신이 투표한 튜터가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어 선정되면 해당 튜터의

  영상수익 일부를 찬성에 투표한 MTS 소유자들과 균등하게 (1/n) 배당 

  받습니다. 배당금은 TriumphX 프로젝트의 네이티브 토큰인 TRIX로

  매달 지급받습니다. 

 ii. 또한, 선정된 튜터의 찬성 투표자들에게는 튜터 영상의 지분을 NFT로 받게

  됩니다. NFT 홀더들은 해당 NFT를 마켓플레이스에서 P2P 형태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튜터의 교육 영상이 유익하여 많은 사용자들이 찾을수록 

  배당금이 높아져 NFT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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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유틸리티

2. 교육기관의 토큰 스테이킹

a. MetisEdue에서 교육과정 제공 자격을 얻으려면 각 교육기관은 MetisEdue 

 플랫폼에서 일정수량의 MTS토큰을 스테이킹해야 합니다.

b. 교육기관들은 MTS토큰 스테이킹을 통해 플랫폼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c. 스테이킹한 수량이 많을수록 차별화된 MetisEdu 마케팅 패키지를 받아

 해당 교육기관의 수업의 노출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학생들의 토큰 스테이킹

a. 사용자는 과정완료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일정량의 MTS토큰을 스테이킹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한 사용자는 과정완료 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스테이킹 한 사용자는 인센티브로 최대 5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i. 이러한 게이미피케이션를 통해 사용자가 수업을 이수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기존 일정보다 더 일찍 이수 시 보상이 증가하므로 더 열심히 

  학습하도록 장려합니다.

 ii. 또한, MetisEdue 프로토콜에 대한 지원과 믿음을 고려하여 플랫폼

  수수료 할인 뿐만 아니라 특정 과정의 수강비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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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TS 토큰은 수업료 지불 또는 수업이수에 대한 보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MTS 토큰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 수업료가 할인될 수 있습니다.

b. MTS 토큰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MetisEdue 프로토콜은 외부 

 오라클과 연결되어 MTS토큰의 실시간 가격과 연동되어 수업료와 

 인센티브를 고정합니다. 이를 통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인센티브와

 교육기관이 지불한 금액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c. 학생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MTS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각 교육과정에 신규 학생들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한 신규 학생들을 안내하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받은 신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멘토는 이수하는데

 도움을 준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토큰

유틸리티



MetisEdue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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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isEdu는 학생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학습경험을 향상시키면서 학습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솔루션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교실에서 가르치는 수업의 경우, 교실 내 학생들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어 전반적인 커리큘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위 및 하위 10%의 학생들은 수업을 받으며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거나,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것 만으로도 벅찰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학생들은 필요에 맞게 수업 난이도를 조정할 수 없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기회가 없습니다. MetisEdu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학생의 개인능력에 

따라 교육과정을 추천하여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YouTube, Netflix 또는 Google 검색기록 및 시청기록과 같은 데이터를 

MetisEdu A.I.에 업로드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른 

교육과정을 맞춤 설정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영어수업에 등록한 학생이 K-pop

음악과 한국문화를 좋아한다면, 이 학생은 K-pop산업에 대한 참고자료와 

한국문화를 통해 영어를 가르치는 방향으로 흥미를 이끌어내어 더 높은 만족도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MetisEdu A.I.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가 생기는 궁금증에 맞춤형 응답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누적될수록 오차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완벽한 학습 도우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MetisEdu

Minerva Ph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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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육기관은 MYPOOL을 통해 교육 기관으로 등록 이후 MetisEdu 플랫폼에서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MetisEdu 플랫폼에 등록한 후 교육을 

제공받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수를 완료하면, 학생과 교육기관 모두 과정완료에 

대한 보상으로 MTS 토큰을 받습니다. MTS토큰 보상은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Smart
Learning MTS TOKENSTUDENT

Education Institution

MTS Token distributed
to student as incentive

for completion

Enroll for courses on Metis

Completion of
course work

through Metis

MYPOOL education
institution provides
courses on Metis

MTS Token distributed
to Education Institution

as course fees



Smart
Learning MTS TOKEN

Governance

Education InstitutionMetis A.I.

STUDENT

MTS Token distributed to student 
as incentive for completion

Enroll for courses on 
Metis & Stake MTS tokens 

for additional rewards

Education institution seeks 
approval for courses 
via Metis Governance

MTS Token distributed to 
Education Institution as course fees

Course curriculum and content 
customized based on student 

data by A.I.

Upload personal data
 into A.I. for personalized 
learning experience

MetisEdu

Gaea Ph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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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isEdu Gaea 2 단계에서는, MetisEdu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레이어와 

MetisEdu A.I.가 함께 출시됩니다. 개인 맞춤형 비스포크 어학 앱으로 기존 

MYPOOL영어, MYPOOL중국어 등의 서비스에서 진화하여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 학습 모드를 장착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취향과 

레벨 등 개인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어학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MetisEdu는 배우고 싶은 언어를 고르고,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한 후 레벨테스트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습패턴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이 직접 목표를 세우고 학습 분량과 학습 시간을 

설정하면 일정에 맞게 알려줍니다. 

또한 다른 제3자 교육기관이 MetisEdu 프로토콜에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과정의 퀄리티가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 기관들은 

교육과정을 거버넌스에 제출하여 MetisEdu 플랫폼에서 제공해도 괜찮을지 

여부에 대해 투표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기관들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신호로 MTS 토큰을 스테이킹 할 수도 있습니다.



MY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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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OOL은 eKYSS에서 개발한 앱으로 MetisEdu프로토콜과 

직접적으로 통합되는 최초의 교육기관이 될 것입니다.

Statista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대학에서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학생의 수는 2006년 이후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상위 10개 학습언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주로 K-pop과 K-drama와 같은 한류의 

영향으로 인한 것입니다. 한국어 학습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온라인 기반 한국어 교육 서비스 플랫폼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MetisEdu는 언어 관련 MOOC를 통해 교육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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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isEdu 개발자들은 언어교육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장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앱을 설계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새로운 언어를 공부할 때,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자주 영상 튜토리얼과 

퀴즈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과학자들이 인정한 학습 방법을 

외국어 학습에 맞게 개발한 MYPOOL의 방식입니다. 

MYPOOL은 Saltlux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사용자는 

Netflix 또는 YouTube 시청기록을 기반으로 선호 시청물에 대한 데이터를 업로드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심사에 맞춤화 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최신 트렌드와 문화를 담은 MYPOOL 

커리큘럼을 통해 기본 회화 수준으로 한국어 실력을 쌓고자 하는 외국인의 경우 

반나절만에도 이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MYPOOL은 구독형 어학 서비스로 영어, 중국어, 토익,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등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상강의도 약 3천여 개가 넘습니다. 앱을 

설치하면 1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IOS 앱은 출시 준비 중입니다. 

MYPOOL



총 공급량: 1,200,000,000 MTS tokens

토큰 타입: Ethereum (ERC-20)

토큰 정보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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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세일즈

전략적 파트너

에코시스템

마케팅

리서브 물량

팀&어드바이저

30% - 360,000,000 MTS

15% - 180,000,000 MTS

15% - 180,000,000 MTS

10% - 120,000,000 MTS

20% - 240,000,000 MTS

10% - 120,000,000 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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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무엘
CEO & 공동 창립자

- CEO of TCPSchool Co., Ltd.

- CTO of GODOCTOR ASIA. Co., Ltd.

- IT Architecture in RCGLOBAL Co., Ltd.

이현준
공동 창립자

- eKYSS CEO

- Samsung C&T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IAB 자문 교수

- eKYSS Global CEO

한지은
COO

- Real Age CEO

- SNS Cultural Promotion Agency

- KBS Journal

- Seoul Cultural History magazine Editor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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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n Park
개발자

- Hexrium Founder

- HUFS BA Degree

- GBSA BSC Degree holder

김규정
개발자

- (개발경력 9년)

- 동국대 컴퓨터멀티미디어 졸업

- 글로스퍼 이사 / 프라이빗 블록체인 팀 리더

- 위메이드트리 선임연구원

- 현) 이카이스(주) IT 개발본부 팀장

박은혜
콘텐츠 마케터

-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특수대학원

- 한국어강의 콘텐츠 기획

- 현) 이카이스(주) 콘텐츠 개발본부 대리

이광현
마케터

- ㈜샵콘 마켓팅팀 

- ㈜엘브리지 마켓팅팀

- 현) 이카이스(주) 마켓팅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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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비쥬얼 디자인팀 팀장

- 팻머스 크리스천 콘텐츠 그룹 디자인 팀장

- 던롭스포츠코리아(주) 마케팅팀 과장

- 현) 이카이스(주) 디자인팀 팀장

김아론
비쥬얼 디자이너

- 영상 콘텐츠 제작

- 교육 콘텐츠 및 홍보 영상 제작

- 바이럴 마케팅

변종현
비쥬얼 영상 디자이너

- 영상 콘텐츠 제작

- 교육 콘텐츠 및 홍보 영상 제작

- 바이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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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바이저

박서은
재무 컨설턴트

- 재무,회계,인사 관련 업무

- 현)이카이스 ㈜ 경영지원팀 팀장

안성훈
콘텐츠 마케팅 컨설턴트

- 경희사이버대학 글로벌경영학 전공

- Marketing & Promotion Agency GOSTRAIGHT 대표

- 현) 이카이스(주) 마켓팅전략본부 팀장

조애신
비쥬얼 아트 디렉터

- 영상 콘텐츠 제작

- 교육 콘텐츠 및 홍보 영상 제작

-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 인터랙티브 콘텐츠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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