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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Disclaimer

PLEASE READ THIS DISCLAIMER CAREFULLY AS IT CONTAINS IMPORTANT INFORMATION. PLEASE CONSULT YOUR
PERSONAL LEGAL, FINANCIAL, TAX OR OTHER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SOR(S) BEFORE TAKING ANY
ACTION. The Tokens (as described in this Whitepaper) are not intended to constitute securities in any jurisdiction. This
Whitepaper is not a prospectus or offering document of any kind. It is not intended to constitute an offer of securities or
a solicitation for investment in securities in any jurisdiction. This Whitepaper also does not constitute or form part of any
opinion or any advice to sell, or any solicitation of any offer by the distributor or issuer of the Tokens to purchase any
Tokens nor shall it, or any part of it, nor the fact of its presentation, form the basis of or be relied upon in connection
with any contract or investment decision.

No person is bound to enter into any contract or binding legal commitment in relation to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Tokens, and no cryptocurrency or other form of payment is to be accepted based on this Whitepaper. Any agreement
relating to the potential sale and purchase of Tokens is to be governed by such other agreement or document as
MetisEdu may require (collectively, the “Purchase Documents”) and no other document (including this Whitepaper). If
there is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 Purchase Documents and this Whitepaper, the Purchase Documents shall govern.
You are not eligible to purchase any Tokens in the Tokens if you are a citizen, resident (tax or otherwise) or green card
holder of the U.S. No regulatory authority has examined or approved of any of the information set out in this Whitepaper.
No such action has been or will be taken under the laws, regulatory requirements or rules of any jurisdiction. The
publication, distribution or dissemination of this Whitepaper does not imply that any such applicable laws, regulatory
requirements or rules have been complied with. There are material risks and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MetisEdu, its
business and operations, the Tokens, including that any Token sale may not occur or the Tokens may not be issued. This
Whitepaper, any part thereof and any copy thereof must not be taken or transmitted to any country where distribution or
dissemination of this Whitepaper or the Tokens sale is prohibited or restricted. No part of this Whitepaper is to be
reproduced, distributed or disseminated without including this section and the following sections entitled “Disclaimer of
Liability”, “No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By You”, “Cautionary Note on
Forward-Looking Statements”, “No Advice”, “Restrictions on Distribution and Dissemination”, “No Offer of Securities or
Registration” and “Risks and Uncertainties”.

DISCLAIMER OF LIABILITY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s, regulatory requirements or rules,
MetisEdu and its Board of Directors, Employees, Contractors, or Affiliates shall not be liable for any indirect, special,
incidental, consequential or other losses of any kind, in tort, contract or otherwi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revenue, income or profits, and loss of use or data),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acceptance of or reliance on
this Whitepaper or any part thereof by you. NO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MetisEdu is a recently organized
start-up company, subject to all the risks and uncertainties of a new enterprise. MetisEdu’ blockchain-based technology
is in an early stage of development, will be subject to modification as issues inevitably emerge, and ultimately may not
be accepted in the marketplace. The statements in this Whitepaper are made only as of the date set forth on the cover
page. Accordingly, MetisEdu and its affiliates do not make or purport to make, and hereby disclaim, any representation,
warranty or undertaking in any form whatsoever to any entity or person, including any representation, warranty or
undertaking as to the continued accuracy and completeness of any of the information set out in this Whitepaper.

By accessing or accepting possession of any information in this Whitepaper or any part thereof, you represent and
warrant to MetisEdu and its affiliates as follows: 1. You agree and acknowledge that the Tokens do not constitute
securities in any form in any jurisdiction; 2. You agree and acknowledge that this Whitepaper does not constitute a
prospectus or offer document of any sort and is not intended to constitute an offer of securities in any jurisdiction or
solicitation for investments in securities and you are not bound to enter into any contract or binding legal commitment
(including the Purchase Documents) and no cryptocurrency (including the Tokens) or other form of payment is to be
accepted based on this Whitepaper; 3. You agree and acknowledge that no regulatory authority has examined or
approved of the information set out in this Whitepaper, no action has been or will be taken under the laws, regulatory
requirements or rules of any jurisdiction by MetisEdu or its affiliates in connection with the dissemination of this
Whitepaper, and the publication, distribution or dissemination of this Whitepaper to you does not imply that any
applicable laws, regulatory requirements or rules have been complied with; 4. You agree and acknowledge that this
Whitepaper, the undertaking and/or completion of any future Token sale or future trading of the Tokens on any
cryptocurrency exchange, shall not be construed, interpreted or deemed by you as an indication of the merits of
MetisEdu or the Tokens; 5. The distribution or dissemination of this Whitepaper, any part thereof or any copy thereof, or
the acceptance of the same by you, is not prohibited or restricted by any laws, regulatory requirements or rules
applicable to you, and where any restrictions in relation to possession are applicable, you have observed and complied
with all such restrictions at your own expense and without liability to MetisEdu or its affiliates; 6. You agree and
acknowledge that if you elect to purchase any Tokens, the Tokens are NOT to be construed, interpreted, classified or
treated as: a. any kind of currency other than



cryptocurrency; b. debentures, stocks or shares issued by any person or entity (whether MetisEdu or its affiliates),
including any rights, options or derivatives thereof; c. units in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d. units in a business
trust; e. derivatives of units in a business trust; or f. any other security or class of securities. 7. You are fully aware of
and understand that you are NOT eligible to purchase any Tokens if you are a citizen of one of the countries listed in the
section below titled “Notices for Particular Investors”; 8. You have a basic degree of understanding of cryptocurrencies,
blockchain-based software systems, cryptocurrency wallets or other related token storage mechanisms, blockchain
technology and smart contract technology; 9. You are fully aware and understand that in the case where you wish to
purchase any Tokens, there are material risks associated with MetisEdu and its business, plans and operations, the
Tokens and any potential future sale or distributions of the Tokens; 10. You agree and acknowledge that none of
MetisEdu nor its affiliates is liable for any indirect, special, incidental, consequential or other losses of any kind, in tort,
contract or otherwi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revenue, income or profits, and loss of use or data),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acceptance of or reliance on this Whitepaper or any part thereof by you; 11. You
acknowledge and agree that MetisEdu can make material amendments to this Whitepaper at any time after the date
hereof and without any notice to you or your consent, and you further acknowledge and agree that MetisEdu makes no
representation or warranty regarding the accuracy of any information set forth in this Whitepaper; and 12. All of the
abov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re true, complete, accurate and non-misleading from the time of your access to
and/or acceptance of possession of this Whitepaper or any part thereof.

This Whitepaper may contain forward-looking statemen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atements as to future operating
results and plans that involve risks and uncertainties. The use of words such as “expects”, “anticipates”, “believes”,
“estimates”, the negative of these terms and similar expressions identify forward-looking statements. Such forward-
looking statements involve known and unknown risks, uncertainties and other factors which may cause the actual results,
performance or achievements of MetisEdu to differ materially from any future results, performance or achievements
expressed or implied by those projected in the forward-looking statements for any reason. NO ADVICE No information in
this Whitepaper should be considered business, legal, financial or tax advice regarding MetisEdu, the Tokens or any
future Token sale or distribution. You should consult your own legal, financial, tax or other professional adviser regarding
MetisEdu, and its business and operations and the Tokens. You may be required to bear the financial risk of any purchase
of the Tokens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 or suffer the complete loss of any amounts paid for the Tokens.

RESTRICTIONS ON DISTRIBUTION AND DISSEMINATION The distribution or dissemination of this Whitepaper or any
part thereof may be prohibited or restricted by the laws, regulatory requirements and rules of any jurisdiction. In the case
where any restriction applies, you are to inform yourself about, and to observe, any restrictions which are applicable to
your possession of this Whitepaper or such part thereof (as the case may be) at your own expense and without liability to
MetisEdu or its affiliates. Persons to whom a copy of this Whitepaper has been distributed or disseminated or who have
been provided access or otherwise have the Whitepaper in their possession shall not circulate it to any other persons,
reproduce or otherwise distribute this Whitepaper or any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for any purpose whatsoever nor
permit or cause the same to occur.

NO OFFER OF SECURITIES OR REGISTRATION This Whitepaper does not constitute a prospectus or offer document of
any sort and is not intended to constitute an offer of securities or a solicitation for investments in securities in any
jurisdiction. No person is bound to enter into any contract or binding legal commitment, and no cryptocurrency or other
form of payment is to be accepted based on this Whitepaper. Any agreement relating to the sale and purchase of the
Tokens is to be governed solely by the Purchase Documents as MetisEdu may require and no other document (including
this Whitepaper).

RISKS AND UNCERTAINTIES Prospective purchasers of Tokens should carefully consider and evaluate all risks and
uncertainties associated with MetisEdu and its plans, business and operations, the Tokens and any sale or distribution
thereof, including all information set out in this Whitepaper and the Purchase Document prior to any purchase of the
Tokens. If any of such risks and uncertainties develops into actual events, the business, financial condition, results of
operations and prospects of MetisEdu could be materially and adversely affected. In such cases, you may lose all or part
of the value of any investment in the Tokens.

NOTICES FOR PARTICULAR INVESTORS For resident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for the purposes of this
Whitepaper, does not include Hong Kong, Macau, and Taiwan) only: The Tokens may not be marketed, offered or sold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public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PRC”) and neither this Whitepaper nor the
Purchase Documents, which has not been submitted to the PRC securities and regulatory commission, nor any offering
material or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relating to the Tokens, may be supplied to the public in the PRC or used in
connection with any offer for the subscription or sale of the Tokens to the public in the PRC.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Whitepaper and the Purchase Documents will not constitute an offer to sell or an invitation, advertisement or
solicitation of an offer to buy any Tokens within the PRC.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or any country subject to
san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Belarus, Burundi, Central African Republic, Cuba, I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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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isEdu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AI를 활용한 각 학생의

성격과 관심사에 따라 맞춤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시합니다.

MetisEdu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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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
규모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시장규모는40.1%의 연평균성장률(CAGR)로 2018년 39억 달러에서 2023년

208억 달러로 지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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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CMARKET, BY REGION (USD BILLION)

e : estimated ; p : projectoed
Source : MarketsandMarke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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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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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와 교수자가 상호 참여하여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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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ld Bank

전 세계
교육시장 동향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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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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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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ld Bank

전 세계
교육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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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소비지출로 이루어지지 않아 양의 외부효과를 창출하기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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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와 교수자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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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 교육의
한계점

MOOC는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지만, MOOC에 등록한 학생들의 평균

수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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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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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isEdu
솔루션

MetisEdu는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MetisEdu는 교육비용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해낼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교육과정을 수료함과 동시에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여건에 의한 중도 탈락을 방지하여 양의 외부효과를

창출시키고자 합니다.

MetisEdu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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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과정 완료 후 사회가 받게 될 기대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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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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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between ‘17 2H and ’20 2H / Source : NonFungible

MetisEdu 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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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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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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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dily increasing number of users and monthly trading volume on OpenSea / Source : Messari

MetisEdu NFT

Transaction volume and average price increase significantly from ‘20 3Q / Source : NonFun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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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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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isEdu는

MetisEdu는 학습 과정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학습자와 교수자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산형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이 접근성과 용이성을 갖춰야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멘토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etisEdu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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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버넌스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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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isEdu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토큰
유틸리티

b. MTS 토큰은 MTS 소유자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조직에 양도될 수 있습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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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isEdu 프로젝트의 네이티브 토큰인 MT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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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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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기관의 토큰 스테이킹
a. MetisEdu에서 교육과정 제공 자격을 얻으려면 각 교육기관은
MetisEdu 플랫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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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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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유도를 통해 사용자가 수업을 이수하도록 하며, 기존
일정보다 더 일찍 이수 시 보상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학습을 장려합니다.
ii. 또한, MetisEdu 플랫폼 내 강의 패키지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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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i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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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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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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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isEdu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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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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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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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isEdu
Minerva Phase 1

STUDENT

MYPOOL education
institution provides
courses on Metis

MTS Token distributed
to student as incentive
for completion

Education Institution

Education Institution

Completion of
course work
through Metis

Smart
Learning

MTS TOKEN

MTS Token distributed
to Education Institution
as course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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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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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isEdu
Gaea Phase 2 MTS Token distributed to student 

as incentive for completion

Enroll for courses on 
Metis & Stake MTS tokens 
for additional rewards

STUDENT Smart
Learning

MTS TOKEN

Metis A.I.

Governance

Education Institution

Course curriculum and content 
customized based on student 

data by A.I.

MTS Token distributed to 
Education Institution as course fees

Education institution 
seeks 

approval for courses 
via Metis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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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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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OOL MYPOOL은 eKYSS에서 개발한 앱으로 MetisEdu 프로토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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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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 Fun Korea The easiest way to learn
Korean

MYPOOL
My Second Language

Real Smart LearningMY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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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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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정보 총공급량: 1,200,000,000 MTS tokens
토큰타입: Ethereum (ERC-20)

프라이빗 세일즈 30% - 360,000,000 MTS

전략적 파트너 15% - 180,000,000 MTS

에코시스템 15% - 180,000,000 MTS

마케팅 10% - 120,000,000 MTS

리서브 물량 20% - 240,000,000 MTS

팀&어드바이저 10% - 120,000,000 MTS

파트너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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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2022
1Q
커뮤니티 활성화(1)

2Q
커뮤니티 활성화(2)

3Q
거버넌스 시스템 기획

4Q
수료증, 거버넌스 참여권 NFT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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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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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of eKYSS & eKYSS Global
-Samsung C&T

-Hanyang University Business School IAB Advisory Professor

한지은
COO
-CEO of Real Age
-SNS Cultural Promotion Agency

-KBS Journal

-Magazine editor of Seoul Cultural History
-Graduated from Yonsei University (Journalism and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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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멤버

Finn Park
개발자
- Hexrium Founder
- HUFS BA Degree

- GBSA BSC Degree holder

- (9 years of development experience)
- Graduated from Dongguk University in Computer and Multimedia

- Glosper Director / Private Blockchain Team Leader

- Senior Researcher, Wemade Tree Present
- Team Leader of IT Development Division, eKYSS Co., Ltd.

-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 Korean Content Planning 

- Currently Acting Content Development Headquarters at eKYSS Co., Ltd

- Shopcon Marketing Team  
- Lbridge Marketing Team

- Currently working in marketing team in eKYSS

김규정
개발자

박은혜
콘텐츠 마케터

이광현
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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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of Design, Fatmouth Christian Contents Group
- Dunlop Sports Korea Co., Ltd. Marketing Team Manager

- Currently Head of Design Team at eKYSS

- Visual Content Production 
- Educational content and promotional video production

- Viral Marketing 

- Visual Content Development 
- Educational and Promotional visual content development

- Viral Marketing 

팀 멤버

장준하
비쥬얼 디자인팀 팀장

김아론
비쥬얼 디자이너

변종현
비쥬얼 영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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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e, accounting, HR related work
- Currently Head of Management Support Team of eKYSS

- Kyung Hee Cyber University,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 Marketing & Promotion Agency GOSTRAIGHT 대표

- Currently Head of Marketing Team at eKYSS

- Visual Content Development 
- Educational and promotional visual content producing

- Motion Graphic Designer 

- Interactive Content Design 

어드바이저

조애신
비쥬얼 아트 디렉터

안성훈
콘텐츠 마케팅 컨설턴트

박서은
재무 컨설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