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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Market)



국내교육 DAO

https://www.venturesquare.net/852051

- 국내 교육 DAO는 코드스테이츠 다오가

2022년 상반기 출범하였음.

- 코드스테이츠 다오는, 기존 법인기업의

한계가 존재함

https://www.venturesquare.net/852051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모델

https://daodao.zone/

- EDU DAO는 법인기업의한계를넘어서서

진정한 DAO의 장점을최대활용

- 스마트컨트랙트, DAO 멤버에의한운영

- 투명한자금사용내역

- 투표에의한의사결정

- 모든참여자가 DAO의 멤버로써의사결정의

권한, 책임을가짐

- 자유롭게참여하지만활동과기여에따른

보상의차별화



학습

수익 네트워킹

공헌(장학금)

컨텐츠

학습을 통한 수익(earn to learning)

사회 진출 후, 수익에 대한 공헌(장학금 기여-DAO 토큰)

강사 컨텐츠
수강생 컨텐츠(프로젝트등)

컨텐츠화를 통한 수익모델 실현

기업 연계(기업 전문가 출강)

우수 수강생 관련기업취업 특혜(가산점)

[기존 교육시스템과의 차별점]

1. 지역, 학교, 국가(인종) 경계에 자유
2. 투자자, 기업 멤버와의 네트워킹
3. 수강생에게도 수익을……(참여자 인센티브)

비즈니스모델

프로젝트, 기업 및 투자자 연계



토큰 이코노미



비즈니스모델(토큰이코노미)

EDU DAO프로젝트수업

전남대(EX)

프로젝트 1팀 프로젝트 2팀

DAO 토큰
프로젝트 우수팀에게 배분

프로젝트 토큰
EDU DAO에게 분배
[프로젝트 팀에서 설계]

[DAO Treasury]

프로젝트 우수팀에게
투표로 DAO 토큰 Treasury에서 분배
[1등 : 50%, 2등 30%, 3등 20%]



EDU DAO Token

EDU DAO

1.Total Supply : 100,000,000개 (1억개)
2. Max Supply : 제한 없음
3. 추가 발행 계획 : EDU DAO 멤버에 의해서 결정
4. Team(20%) : 20,000,000 (2천만개)
5. 초기 투자자(10%) : 10,000,000(1천만개)
6. DAO Treasury(70%) : 70,000,000(7천만개)

- 프로젝트(20%) : 20,000,000(2천만개)
- 투자자(10%) : 10,000,000(1천만개)
- OTHERS(40%) : 40,000,000(4천만개)
* 프로젝트 : 프로젝트당 최대 2,000,000(2백만개).

(2,000,000 * 10 프로젝트 =20,000,000(2천만개)

Team

초기투자자

Treasury-

프로젝트
Treasury-

투자자

Treasury-
Others

토큰이코노미



사례 연구



1. 전남대프로젝트

전남대프로젝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블록체인기반
장기기증등록증

서비스

블록체인 활용한
온라인쇼핑몰

NFT 통합
마켓플레이스

블록체인 기반
티켓팅 서비스

블록체인 활용한
로고서비스

EDU DAO

EDU DAO Treasury에서
전남대 프로젝트에 EDU token 분배
(1-50%, 2-30%, 3-20%)

- Total       2,000,000(200만개)

- 1등 50%, 1,000,000(100만개)

- 2등 30%     300,000(30만개)

- 3등 20%     200,000(20만개)

EDU DAO 200만개 DAO

EDU

Contract

투표
&

토큰분배



EDU DAO 소개



EDU DAO

https://testnet.daodao.zone/dao/juno1wm4afngtxg0cam

f5rct7qgdcynrwd09jqkx0ka38f8847202ugkq7gfj9x

https://testnet.daodao.zone/dao/juno1wm4afngtxg0camf5rct7qgdcynrwd09jqkx0ka38f8847202ugkq7gfj9x


비전(로드맵)



로드맵(향후 3년)

● 22.6.22~7.19 전남대프로젝트진행, 교육 DAO 연결

● ~23년블록체인프로젝트교육수료생 –프로젝트지속연결

● ~24년교육수료생블록체인기업취업연계

● ~25년성공적인프로젝트팀 –교육수료생멘토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