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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ducation Ecosystem은 사람들이 미래 기술에 대한 직업 기술을 향상시킬 수있는 분
산 형 POP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플랫폼입니다. 블록 체인 프로젝트는 전문 개발을 
위해 Netflix를 구축하고 3,600 억 달러의 전문 개발 시장을 목표로합니다. 
Education Ecosystem은 학생과 전문가가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프로젝트 기반 학
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주요 참여자는 프로젝트 제작자, 뷰어, 중재자, 
API 개발자, 대학, 학교, 도서관, 기업 및 기타 온라인 교육 회사입니다. 학습 생태계는 
인공 지능, 블록 체인,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과학, 게임 개발 및 프로그래밍의 육 가지 
주제로 시작하여 세계 최대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태

계는 학습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제품을 구축하여 실제 경력 기술을 습득하는 데 초
점을 맞춘 분산 된

전문 개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향후 더 많은 주제를 추가하여 확장 될 것입니다. 프로젝

트 제작자는 교육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청자 교육을 위해 LEDU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백서는 LEDU 스마트 계약 블록 체인 토큰의 토큰 메커니즘과 내부 및 외부 네트워크

에서 LEDU 토큰이 사용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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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및 요약

1.1. 요약
교육 생태계는 사람들이 미래 기술에 대한 직업 기술을 향상시킬 수있는 분산 형 P2P 프
로젝트 기반 학습 네트워크입니다. 전문 개발을위한 Netflix를 구축하는 데있어 회사는 
3,600 억 달러의 전문 개발 시장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블록 체인 프로젝트는 학생과 
전문가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뷰어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내
부 및 외부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내부 생태계 참여자는 프로젝트 작성자, 뷰어, 커뮤니
티 중재자, 프로젝트 품질 중재자 및 AP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입니다. 외부 생태계 참여
자는 기업, 학교, 도서관, 대학 및 기타 전문 개발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에 초점을 맞춘 알파 버전이 출시 된 이래로 2015 년 말에 194 개국에서 오 백만 명이 넘
는 사람들이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곧 베타 제품이 출시되었으며 13,000 명 이상의 프
로젝트 제작자가 200,000 개 이상의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함유량. 이 프로젝트는 인
공 지능, 블록 체인, 사이버 보안, 게임 개발, 데이터 과학 및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무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유료화 수익 모델이 구현 될 것입니다. 시청자는 완
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청하는 비디오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완전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초급 단계를 통과 한 전문가와 대학생에게 가르치는 온라
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플랫폼은 없습니다. 교육 생태계는 초심자가 아닌 분야의 기초 입
문 지식 이자형중급자 및 전문가에프 이상을 가진자를 대상으로합니다. 인공 지능, 블록 
체인, 사이버 보안, 데이터 과학, 게임 개발 및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일하는 대학생 및 
전문가는 프로젝트 기반 플랫폼을 사용하여 경력 전망을 향상시킵니다. 미국, 중국, 유
럽, 브라질 및 기타 지역의 시청자는 비디오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완전한 제품을 만드
는 방법을 배
웁니다.

Education Ecosystem은 ERC20 토큰 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이더 리움 블록 체인 위에 
블록 체인 스마트 계약 기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LEDU 스마트 계약은 생태계에서 지
불 및 보상에 사용됩니다. 외부 생태계의 개발이 완료되면 네이티브 프로토콜이 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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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생태계 네트워크는 블록 체인 스마트 계약 토큰 화에 매우 적합한 클래식 모델입니
다. 블록 체인은 생태계의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내리는 주요 제품 개발 결정을 분산화합
니다. 토큰 화는 스타트 업이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네트워크를 더 빠르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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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
● 회사는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제작자와 전 세계 시

청자를 연결하는 P2P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 프로젝트 기반 플랫폼은 초기 프로젝트 생성자에게 LEDU 토큰과 현금을 혼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닭고기 및 계란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핵심 접근 방식으

로 토큰 화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 토큰 화는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공에 공동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가프로젝트 생성자를 묶을 수있게합니다.
● 프로젝트는 주제 도메인 전문 지식을 가진 토큰 구매자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만

들 계획입니다.  토큰 보유자는 프로젝트가 중점을 두는 육 가지 기술 범주에 관심

이있습니다.  계획은 프로젝트 생성을 위해 일부 토큰 홀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요 측 : 
● 플랫폼의 성공 여부는 시청자가보고 싶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지

금까지 프로젝트 제작자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지 결정했으며, 시청자가보고 싶
어하는 것과 자주 다릅니다. 토큰 화는 토큰 보유자 인 시청자가 다음에 추가 할 주
제 및 제품 기능에 대해 투표 할 수 있도록합니다. 이것은 플랫폼을 공급 중심 시장

에서 수요 시장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 토큰 화를 통해 프로젝트 기반 플랫폼은 제품에 내장 된 기본 결제 통화를 시작하

고 모든 결제 거래에 사용됩니다.
● 토큰 화를 통해 교육 생태계는 사이트 지지자, 중재자 및 API 개발자에게 보상 할

수 있습니다. 선불로 많은 금액을 지출하지 않고 LEDU 토큰을 사용하면 비즈니스

위험이 줄어 듭니다.

LEDU 토큰 보유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받습니다. 
● 네트워크에서 주요 결정에 투표하기 위해 LEDU 토큰을 사용할 수있는 기능.
● 중국, 러시아, 포르투갈 시장으로 프로젝트 확장
● 향후 더 많은 카테고리를 추가하여 LEDU 네트워크의 성장.

교육 생태계는 실제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반 학습)와 초급 단계를 통과 한 사용자 (중급
자및 전문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존 전문 개발 플랫폼과 직접 경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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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경쟁자 인 Lynda, Pluralsight 및 Udemy와 비교 : 
● 교육 생태계에는 값 비싼 프로젝트 제작 비용이 없습니다 (프로젝트 당 $ 500 미
만) .

● 교육 생태계의 프로젝트 완료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일 주 미만) .
● 교육 생태계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만 사용합니다.
● 실제 실제 프로젝트 및 실제 생산 수준 작업.
● 시청자는 완전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봅니다.
● 교육 생태계는 더 큰 프로젝트 생성자 풀에 액세스 할 수있는 피어 투 피어 (분
산) 네트워크입니다.  

노련한 팀은 공동 창립자이자 CEO 인 Michael J. Garbade가 이끌고 있습니다. Amazon, 
General Electric, Photobucket, Rebate Networks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있는 비즈니스 지
향 전문가, 교육자, 백엔드 엔지니어, 프런트 엔드 개발자 및 기술 마케팅 담당자로 구성
된 젊은 팀입니다. 이 팀은 교육 및 비디오 스트리밍 공간에서 광범위한 부문 도메인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이 팀은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수년을 보냈으며 사
용자 확보, 콘텐츠 관리, 수익 화 모델,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사용 사례 및 시장 데이터에 
대한 막대한 통찰력을 수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oinAgenda 창립자 Michael Terpin, 
Starbase 창립자 Tomoaki Sato, 연쇄 기업가 Oli Slipper, Perform Group 및 Masomo의 
공동 창립자를 포함하는 고문 그룹을 모았습니다. Coinhills의 설립자이자 CIO, Francisco 
Jo; KR Token 이삭의 창립자 겸 COO.

비정형 캐주얼 스트리밍 (무료 프로젝트)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유료 프로젝
트)에 초점을 맞춘 변화는 Education Ecosystem의 비즈니스에 대한 유일한 변화를 나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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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 프로젝트는 토큰 판매 직후 네트워크와 비즈니스를 확장했습니다.

● 교육 및 비디오 스트리밍 제품 구축 경험이있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 이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강력한 팀에 의해 지원됩니다. 전체 비디오 스트리밍 인
프라는 전 세계적으로 50 개의 에지 서버로 처음부터 구축되었습니다.

● 비용 효율적인 사용자 획득 채널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
● 수익 창출 모델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 유료 마케팅이없는 13,000 명 이상의 프로젝트 제작자.
● 기존 사용자는 매력적인 경제 모델로 유지됩니다.
●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관심이있는 강력한 시청자층.

프로젝트 대상 사용자는 라이브 및 비디오 스트리밍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상 활동의 일부입니다. Twitch, YouNow 및 Meerkat과 같은 미디어 스트리밍 플랫폼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대중화했으며 YouTube는 비디오 스트리밍을 대중화했습니다. 이러
한 미디어 스트리밍 채널은 온라인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반면 교육 생태계는 매
우 독특하게 전문성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생태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기반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
트 기반 플랫폼 미션은 대담하며 3,600 억 달러의 전문 개발 시장을 목표로합니다 .1이 프
로젝트는 학습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제품을 구축하여 실용적인 경력 기술을 습득
하는 분산 된 전문 개발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P2P 네트워크는 전 세계
의 프로젝트 제작자와 시청자를 연결합니다. 프로젝트 제작자는 교육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청자가 프로젝트를 볼 때 LEDU 토큰과 현금 수수료를받습니다. 

교육 생태계는 또한 대학생과 전문가에게 블록 체인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암호 화폐를
대중에게 제공하고자합니다. 암호 화폐 기초, 블록 체인 채굴, 비트 코인, 이더 리움, 보안 
및 해킹, 토큰 판매를 다루는 실용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이 회사의 토큰은 교육 토큰이라고하며 약어 LEDU가 있으며 Ethereum ERC-20 표준을
기반으로합니다. LEDU 토큰은 교육 생태계의 모든 핵심 모듈 및 거래에 완전히 통합됩
니다. LEDU 토큰은 프로젝트 생성자, 시청자, 사이트 중재자 및 API 개발자에게 보상하
는 금융 거래를위한 결제 수단입니다.

1 Size of the Training Industry. Training Industry. April 20, 2017. 
https://www.trainingindustry.com/blog/outsourcing/how-big-is-the-training-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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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네트워크는 Mashable, Venturebeat, TechCrunch, Habrahabru, Spiegel, 
Opensource.com, Pingwest, Business Insider 및 중국, 브라질 및 러시아의 많은 주요 기
술 블로그에 소개되었습니다.

1.2 .팀 및 파트너
Education Ecosystem은 영국 런던에 통합 된 회사 등록 번호 09346459로 법인 
Livecoding Ltd를 통해 블록 체인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Michael J. Garbade 박사는 Python, Django 및 Sencha Touch에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즐기는 연쇄 창업가,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임원 및 Python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e-
Commerce 캐쉬백 플랫폼 인 Kyuda를 공동 창립하고 퇴사했으며 Rebate Networks에서 
여러 스타트 업을위한 비즈니스 운영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Amazon, GE 및 
Photobucket에서 근무했습니다. 과거 프로젝트에서 그는 Wowza, NGiNX RTMP 및 
Red5를 사용하여 라이브 음악 및 비디오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한 경험이 있습
니다. 그는 경영학 및 물리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금융. 그는 영어와 독일어
를 구사하며 미국, 유럽 및 아시아에서 일했습니다. Education Ecosystem에서 그는 CEO
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비트 코인 및 블록 체인 스타
트 업에 참여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Android, iOS 및 웹에서 Bitcoin 교육 퀴즈 앱 
Bitcoinmillionaire를 만들었습니다. 

Ilya Toka는 React.js 애플리케이션 구축 경험이있는 숙련 된 JavaScript 개발자입니다. 
독학 프로그래머로서 그는 Criterion과 NGO를 포함한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았
습니다. Education Ecosystem에서 그는 애플리케이션의 프런트 엔드 부분을 개발합니
다. 

Artem Merkulov는 Python 및 Django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수년 간의 경험을 
가진 숙련 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그는 프로젝트 관리 책임자 및 Linux 서버 관리자로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Education Ecosystem에 입사하기 전에 그는 엔터프라이즈 수준 및 전자 상거
래 회사를위한 소프트웨어 작업을했습니다. 회사에 합류 한 이후 Artem은 Python / Django를 사
용한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앱 배포 및 확장, 개발 도구 및 인프라 관리에 참여했습니다. 
Artem은 다른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블록 체인 기술을 Education Ecosystem의 제품에 통합하고 
LEDU 토큰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Asad Zeeshan은 MBA (재무 및 관리 MBA-파키스탄, MBA 글로벌 마케팅, 키프로스) 자
격을 갖춘 비즈니스 전문가 / 스타트 업 전문가이며 16 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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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암호 화폐 마케팅 등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 
Asad는 129 개의 미국 및 유럽 스타트 업 런칭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와 빠른 성장을 보장
하는 스타트 업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CeFi 및 DeFi 프로젝트에서 암호 화폐 기반 프로젝
트 마케팅 분야에서 팔 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sad는 CeFi 및 DeFi 모두에서 Crypto 프로젝트의 성공을 지원, 관리, 분석 및 확장함으
로써 ICO 고문 및 ICO 디렉터로서 ICO / 암호 화폐 관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
다. ChargCoin, Cloudmind, Creunite, Finxflo 및 Kittiefights는 Asad가 성공을 위해 자신
의 역할을 수행 한 주요 암호 화폐 프로젝트입니다. Asad는 Education Ecosystem의 마케
팅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Muhammad는 활발한 연구원, 교사 및 프리랜서입니다. 그는 MBA를 졸업했으며 마케팅 
연구 및 임상 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Muhammad는 운영 관리, 디지털 마케
팅, 비즈니스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의 스타트 업에서 8 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는 또한 Python 및 Matlab을 사용하여 빅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즐깁니다.

Muhammad는 스 트리머 책임자로서 Education Ecosystem과 협력하고 있으며 원활한 
프로젝트 생성을 보장하고 프로젝트 제작자 관계를 관리합니다.

회사의 고문 그룹에는 CoinAgenda 창립자 Michael Terpin, Starbase 창립자 Tomoaki 
Sato, 연쇄 기업가 Oli Slipper, Perform Group 및 Masomo의 공동 창립자; Coinhills 
Francisco Jo의 설립자 및 CIO; KR Token 이삭의 창립자 겸 COO.

1.3.문제 및 제품 솔루션
많은 학생과 전문가들은 실제 제품을 만드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인공 지능, 사이버 보
안, 게임 개발, 데이터 과학, 블록 체인 또는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제품을 구축하는 데 필
요한 실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이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온
라인 주제에 대한 입문 과정을 수강하고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습니다. Udemy와 
Lynda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 이론 모듈을 마친 후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커리큘럼을 배
운 후 이러한 사이트를 포기합니다. 초보자는 Udemy, Pluralsight 또는 Lynda.com에서 
기본 입문 과정을 배울 수있는 온라인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기본
이며 실제 제품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반드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초급 과정을 마친 후 막히고 포기하고 실제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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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실제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중급자와 전문가를 가르치는 플랫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 생태계가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주제에 대한 기본 지식이있는 시
청자를 대상으로하는이 플랫폼은 실제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실제 제품을 처음부터 빌드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다운로드 및 연습 할 수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제공합니다. 
Education Ecosystem은 콘텐츠 자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제작자가 프로젝트
를 가르 칠 수있는 수익 창출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시청자는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습니
다.

●완전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보고 배우십시오.
●연습 할 비디오 및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지원하는 P2P 지식 공유 커뮤니티에 있어야합니다.
●취업 시장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력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1.4. 시장 및 경쟁 분석
2017 년 교육 지출에 대한 글로벌 시장은 약 3,600 억 달러였습니다.이 북미가 44%로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은 계속해서 전문성 개발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직업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자신의 학습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습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
니다. 업계에서 떠오르는 트렌드로는 라이브 스트리밍 학습, P2P 학습, 고급자가 학습, 프
로젝트 기반 학습, 멘토링 기반 학습, 게임 화 된 학습 및 그룹 기반 학습이 있습니다. AI 및 
블록 체인 교육 시장은 초기 단계이며 아직 어떤 플레이어도 지배하지 않습니다. 교육 생
태계는 실제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반 학습)와 초급 단계를 통과 한 사용자 (중급자, 전문
가)에 중점을두기 때문에 기존 전문 개발 플랫폼과 직접 경쟁하지 않습니다. 교육 생태계
는 일부 학생들을 교실에서 e- 보드로 밀어 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부 개발자는 직장을 잃은 반면 다른 개발자는 경력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
다. 프리랜서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 할뿐만 아니라 
교육 생태계를 사용하여 직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2 Size of the Training Industry. Training Industry. April 20, 2017. 
https://www.trainingindustry.com/blog/outsourcing/how-big-is-the-training-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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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생태계 네트워크 및 API
2.1. 주제 및 카테고리 목록
교육 생태계는 현재 인공 지능, 블록 체인, 사이버 보안, 게임 개발, 데이터 과학 및 프로
그래밍의 육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이 여섯 가지 주제에는 각각 고유 한 하위 범주가 있
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는 프로그래밍 카테고리를위한 프로젝트 구축에 집중했습니
다. 현재 프로그래밍은 콘텐츠 양이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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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요 제품 기능 : 비디오 및 채팅
교육 생태계의 콘텐츠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각 프로젝트는 비디오 형식으
로 제공됩니다. 플랫폼은 현재 무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합니다. 콘텐츠 볼륨이 증가하
면 향후 유료 프로젝트로 변경됩니다. 동영상은 HTML5 또는 플래시로 볼 수 있으며 
480p, 720p 및 1080p의 세 가지 품질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회사는 아직 네이티브 모바
일 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스마트 폰과 태블릿에서 HTML5로 비디오 프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이 플랫폼은 블록 체인 스타트 업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한 구글 플레이 스
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의 제품 개발 불확실성으로 인해 모바일 앱을 제공하지 않고있다.
모호한 앱 제출 정책은 앱 스토어에서 모바일 앱의 수락 또는 거부로 이어지는 경계를 명
시 적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2.3.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시청자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만 만들어집니다. 완전히 설명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잘 짜여진 프로젝트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운로드 가능한 프로젝트 리소스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은 최고의 품질 표준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콘텐츠 조정 프로
세스를 거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프로젝트 작성자가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선택된 프로젝트 제작자는 실제 업계 경험이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최소 사 년 동안 일했습니다. 프로젝트 제작자는 실용적인 경력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세대를 교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기술을 가르치고 공유하는 것을 좋아
합

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지 결정하기 위해 Education Ecosystem에는 프로젝트 요
청 게시판이 있습니다.이 게시판에서는 시청자가 프로젝트 제안을 제출 한 다음 다른 
시청자가 아이디어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합니다. 아래 목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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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플랫폼이 시청자에게 실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을 확장하는 데이터 
과학 및 프로그래밍 분야의 프로젝트 예 :

프로젝트 제목 : Python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팔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개발자 Ryan Schuetz; 완전하고 운영 
가능한 분석 대시 보드를 구축하는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뷰어는 새로운 Django 프로젝
트 설정, ORM 모델 구축, 비즈니스 로직, 수학 함수, JS 라이브러리 (D3, NVD3, 
Charts.js)를 사용한 데이터 시각화 등 모든 단계와 개념을 안내받습니다. 궁극적으로 시
청자는 자신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목 : Node.js에서 데이트 웹 앱을 만드는 방법 

스위스 바젤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오데사 출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Igor 
Kuzmenko; 시청자가 Node.js, MongoDB 및 React.js를 사용하여 제품을 빠르게 빌드하
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약 8 년 동안 제품을 배송 한 경험이 있으며 두 개의 
스타트 업을 설립했습니다. 이 고도로 교육적인 프로젝트에서 Igor는 데이트 웹 사이트를 
만드는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므로 뷰어가 처음부터 만들고 자신의 기능을 추가하고 사
양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목 : 기계 학습 모델 : Python Sklearn & Kera 

오 년 이상의 Python 경험을 가진 독일 뉘른베르크의 데이터 과학 전문가 인 Andrey 
Bulezyuk; 시청자에게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개의 간단한 기계 학습 애플리케이
션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간단하지만 주식 시장 데이터를 디예측디하는 것이기 때
문에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시청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라이브러
리를 볼 수 있습니다. Sklearn 및 Keras. 주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계 학습의 "Hello
World"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numer.ai를 배우고 사전 정의 된 데
이터 세트를 사용합니다.

이제 플랫폼은 일반 스트리밍에 비해 시청자에게 최대의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D프로
젝트D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는 막대한 교육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시청자는 관심있는 카테고리의 모든 프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Education Ecosystem의 수익 창출은 B2C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공공 기관 (고등학교, 도서
관, 대학), 기업 (B2B) 및 기타 기존 온라인 교육 회사의 프로젝트 시청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
다. (부트 캠프, Udemy, Lynda, Codecademy 및 Plural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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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육 생태계 API 및 타사 앱
Education Ecosystem이 세계에서 지배적 인 전문 개발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API는이를 실현하도록 지원합니다. 인증 및 액세스 제어는 널리 지원되는 
표준 OAuth2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API는 HTTPS를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RESTful 규칙을 따릅니다. 타사 개발자는 Education Ecosystem의 API 위에 자신 만의 
완전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봇, 모바일 앱, 웹 사이트, 위젯 또는 플러그
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면 최종 
사용자가 네트워크에서 수행 할 수없는 작업을 수행 할 수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는 API를 사용하여 교육 생태계 Android 앱을 구축하고있는 플랫폼의 프
로젝트 제작자 Iamvalerio입니다. 

3. LEDU 토큰 모델
3.1. 학습과 전문가의 분산화
개발
학습의 분산화는 기존 학습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 동료간 학습, 실제 학습 또는 실천 
학습을 통해 지식을 얻는 접근 방식으로의 교육적 전환입니다. 전통적인 교사 대 학생 학
습과는 달리 분산 학습은 다차원 적입니다 .삼 대학의 공식 기관 교육에서 비공식 직업 지
향 학습으로의 학습 전환으로 인해 학생과 전문가는 실용적인 학습 방식을 찾고 있습니
다. Online Learning Consortium의 2016 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십 년 동안 매년 580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온라인 교육에 등록했습니다 .사Class Central의 연구에 따르면 등록
한 전 세계 학생 수는 적어도 하나의 과정은 오 천 팔 백만 개입니다 .오분산 형 학습의 또 
다른 측면은 높은 대학 등록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The Washington Post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학 학비 인상으로 학생들은 대체 학위를 찾게되었습니다. 대신 학생과 전문가
는 온라인 과정 및 부트 캠프와 같은보다 간결하고 기술 지향적 인 교육을 선택하고 있습
니다 .육 프로그래밍, 게임 개발, 인공 지능 및 블록 체인 분야의 초기 수요가 많은 직업을 
위해; 비공식 학습은 학생들이 필요한 기술을 습득 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3https://www.european-agency.org/sites/default/files/Decentralisation%20in%20Education%20Systems.p
df 
4 https://onlinelearningconsortium.org/news_item/report-one-four-students-enrolled-online-courses/ 
5 https://www.class-central.com/report/mooc-stats-2016/ 
6 https://techcrunch.com/2016/02/26/linkedin-and-the-golden-age-of-american-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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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W. Thomas의 연구 논문은 학생들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서로로부터 학습하여 오
해를 버리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피어 투 피어 학습을 설명합니다 T. 
Education Ecosystem과 같은 학습 네트워크는 프로젝트 기반 P2P 학습에 중점을두고 
있으며 전 세계 사용자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서로 배울 수 있도록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직접 참여하거나 비디오 프로젝트를 시청하여 학습하는 비공식 교
육 모드입니다. 두 명의 호주인 Julie Mills와 David F. Treagust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래밍 및 디자인과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합니다. 모든
학습자에게 실시간 프로젝트에서 배울 수 있다면 매우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소스가
있습니다 .팔 분산 형 학습은 아마도 실천을 통한 학습 과정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Anzai, Yuichiro 및 Simon H.A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D행동을 통한 학습D접근 방식은 
시청자가 일부 이론적 모델이 아닌 실제 작업에 익숙해지게한다고 주장합니다.9  

3.2. LEDU 스마트 토큰의 사용 사례
교육 생태계는 플랫폼에서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 작업 증명 개념을 사용합니다. 시청자, 
프로젝트 제작자, 사이트 중재자 또는 생태계 참여자가 네트워크에서 완료하는 각 긍정
적 인 활동은 LEDU 토큰으로 보상됩니다. LEDU 토큰은 학습 플랫폼의 모든 핵심 모듈 
및 트랜잭션에 완전히 통합됩니다. LEDU 토큰은 보상 프로젝트 생성자, 긍정적 인 시청
자행동, 사이트 중재자 및 API 개발자와 같은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
됩니다. LEDU 토큰이 완전히 배포되고 학습 네트워크에 통합되면 아래 다이어그램은
LEDU 토큰이 내부 생태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줍니다.

모든 신규 및 기존 교육 생태계 사용자에게는 LEDU 토큰 지갑이 할당됩니다. 각 사용자
는 시작 잔액으로 소량의 무료 토큰을 받게됩니다. 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하는 각 신규 
사용자에 대해 토큰을 저장하기 위해 지갑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지갑은 수신 및 발신 
사용자 토큰 거래에도 사용됩니다. 

7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William_Damon2/publication/223299779_Peer_Education_The_Unta
pped_Potential/links/563a44cb08ae337ef29841e3/Peer-Education-The-Untapped-Potential.pdf 
8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46069451_Engineering_Education_Is_Problem-Based_or_Proj
ect-Based_Learning_the_Answer 
9 Anzai, Yuichiro and Simon H.A , 1979, ”The theory of learning by doing” The Journal of Psychologic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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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U 토큰은 Education Ecosystem의 플랫폼에서 어떻게 사용됩니까.

3.2.1.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결제 방법
LEDU 토큰은 유료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자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법정 화폐 결제 수단

을 대체 할 것입니다. LEDU가 생태계의 기본 통화이기 때문에 LEDU가 아닌 모든 결제 
수단은 LEDU로 변환됩니다.

교육 생태계의 유료 프로젝트 가격은 LEDU 단위가 아닌 USD $로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구매할 때 얻을 수있는 총 토큰 수는 해당 시점의 LEDU 토큰 시장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시청자는 다음을 위해 토큰을 사용합니다.

● 프로젝트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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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 보내기,
● 프로젝트에 투표,
● 프로젝트 요청 제출,
● 맞춤 프로젝트 요청,
● 프로젝트 제작자에게 개인적인 Q & A 보
내기.

현재 프로젝트는 플랫폼이 콘텐츠 볼륨을 확장하는 동안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2.2. 유료 프로젝트 제작자
교육 생태계 토큰 유틸리티 모델 (섹션 3.2 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젝트 생성자는 작
업에 대한 부분 보상으로 LEDU 토큰을받습니다. 모든 토큰의 13 %는 프로젝트 생성자
에게 예약되어 있으며 모든 프로젝트 생성자 토큰이 할당 될 때까지 5 년 동안 배포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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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생태계 토큰 유틸리티 모델

매월 원래 총 프로젝트 생성자 토큰의 2.8 % (1/36 개월 = 2.8 %) 고정 금액이 배포

됩니다. 각 프로젝트 제작자에게 매월 할당되는 LEDU 토큰의 양은 비례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프로젝트 제작자의 비례 시청 시간은 총 시청 시간을 총 교육 생

태계 시청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총 교육 생태계 시청 시간은 특정 월에 플랫폼에있

는 모든 동영상의 시청 시간을 합한 것입니다. 총 프로젝트 제작자 조회 시간은 특정 달 

동안 모든 동영상에 대한 조회 시간의 합계입니다. 할당 할 토큰 수는 비례 조회 시간에 

월 고정 토큰 총 수를 곱하여 간단히 계산됩니다.

TPC = 매월 프로젝트 생성자에게 할당 된 총 토큰 수
TPCVT = 월간 총 프로젝트 작성자 조회 시간

TEEVT = 월간 총 교육 생태계 시청 시간

TFMT = 총 고정 월간 토큰 수

3.2.3.시청자를위한 LEDU 토큰 유틸리티 활동
교육 생태계의 시청자는 자신이 완료 한 각 긍정적 인 학습 활동에 대해 보상을 받게됩니

다.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프로젝트 동영상 재생 목록보기,
● 월간 총 조회 시간
● 프로젝트 제안 제출,
● 친구 초대 및
● 다음 프로젝트.

시청자가 성공적으로 완료 한 각 활동에 대해 작은 토큰 부분이 할당됩니다. 특정 기
간 (예 : 월간)에 시청자에게 할당 할 총 토큰 수는 시청자가 획득 한 모든 토큰의 합계
입니다.

TTS = 뷰어에게 할당 된 총 토큰
T S = 완료된 각 시청자 활동에 대한 토큰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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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품질 보증 및 사이트에 대한 LEDU 토큰 보상 절도

품질 보증에는 버그보고, 기술 스트리밍 문제, 비디오 품질 문제 및 콘텐츠 조정이 포함됩

니다. 플랫폼 사용자에게는 각 품질 보증 활동에 대한 토큰이 할당됩니다. 품질 보증은 모
든 시청자와 프로젝트 제작자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이트 중
재자는 교육 생태계 커뮤니티의 필수적인 부분을 나타내며 이들이 없으면 사이트를 실행

할 수 없습니다. LEDU 토큰으로 사이트 중재자에게 시간을 지불하면 매주 사이트 중재

를 수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TTMQ = 사이트 조정 또는 품질 보증을위한 총 토큰

TMQ = 완료된 각 중재 또는 품질 보증 활동에 대한 토큰 합계

3.2.5. 교육 생태계 API 개발자를위한 LEDU 토큰 보상
LEDU 토큰은 최소 1000 명의 최종 사용자가 배포하고 사용하는 Education Ecosystem 
API를 기반으로 개발 된 각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개발자에게 할당됩니다. 최고의 앱과 봇
은 Education Ecosystem의 보증을 받고 모든 사용자와 공유됩니다. 개발 된 각 앱의 토큰 
양은 인기도, 앱 품질 및 다른 사용자의 소스 코드 가용성에 따라 기본 금액과 추가 토큰
의 합계입니다.

` 

TAD = 개발 된 앱당 총 토큰

BTA = 기본 토큰 금액
TA API = 완료된 각 API 개발 활동에 대한 토큰 합계.

4. LEDU 토큰의 기술적 구현
4.1. 스마트 계약 구현
LEDU 스마트 계약은 섹션 1.2에서 언급했듯이 숙련 된 블록 체인 자문 회사 인 New 
Alchemy에 의해 완전히 구현되고 설정됩니다. 토큰은 최소 편차로 ERC-20 표준을 기반

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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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크라우드 세일 목표 및 토큰 할당
토큰 분배의 경우 고정 비율 분할이 아래 표에 표시됩니다. 

오 년 후 모든 프로젝트 생성자, 지원자 및 API 토큰이 소진되면; 향후 모든 토큰 인센티
브는 블록 체인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새로운 풀에서 자금을 조달 할 것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스마트 계약 전문가 인 Bok Pooh가 감사합니다.

교육 생태계 팀이 한동안 제품을 작업했기 때문에 팀원 LEDU 토큰에 대한 베스 팅 일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25 % (25 %)가 즉시 할당되고 75 % (75 %)가 다음 18 개월 (18) 기
간. 팀원은 첫 이 년 동안 연간 25 % (25 %) 이상의 토큰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교육 생태계는 프로젝트 제작자가 만든 프로젝트의 콘텐츠 품질에 따라 궁극적으로 성공
하거나 실패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교육적이고 체계적이며 고품질이면 시청자가 비용
을 지불합니다. 생태계는 최고의 프로젝트 제작자를 유치하기를 원합니다. 마켓 플레이
스 비즈니스를 구축 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급 측면 (콘텐츠)을 먼저 구축해야합니다. 따
라서 Education Ecosystem은 프로젝트 제작자에게 관대 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규모 
초기 프로젝트 라이브러리를 신속하게 구축해야합니다. 가능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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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en Allocation Percentage 

구매자에게 크라우드 세일 50% 

구독 풀 (사용자 토큰 구매) 10% 

프로젝트 제작자 13% 

팀 13% 

토큰 판매 법률 및 기술 자문, 바운티 프로
그램, 토큰 판매 마케팅 

6% 

API 개발자 3% 

지지자 (품질 보증 및 사이트 조정) 3% 

새로운 뷰어 토큰 2% 

합계 100% 



교육 생태계는 초기 프로젝트 생성자 획득 비용을 충당 할 수 있습니다 : i) 현금 ii) LEDU 
토큰 iii) 현금과 LEDU 토큰의 혼합. 옵션 일은 회사가 콘텐츠 생성을 위해 엄청난 양의 현
금을 모으도록 요구합니다. 이 옵션은 본질적으로 프로젝트 제작자 충성도를 강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옵션 이는 프로젝트 생성자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출시 시점에는 토큰에 대한 거대한 유기적 수요 나 거래소 거래가 없기 때
문입니다. 옵션 삼은 교육 생태계가 프로젝트 제작자에게 독점적 인 양질의 콘텐츠를 만
들도록 장려하는 최선의 접근 방식입니다.

토큰 판매 중에 발행 된 토큰의 13% 는 프로젝트 제작자 획득 비용을 부분적으로 조달하
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오 년에 걸쳐 그들에게 배포 될 것입니다. 월별 할당은 섹
션 3.2.2에 정의 된 공식을 따릅니다.

토큰 보유자는 생태계의 주요 결정에 대한 투표권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어, 추가 할 새로
운 카테고리 또는 제품 기능에 대한 조언.  

4.3. 자금 사용
학습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익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 프로젝트 구축 (15 %).
● 팀원 확장 (35 %) : 엔지니어, 제품 관리자, 마케팅 책임자, 커리큘럼 책임자, 영업
책임자 등 새로운 팀원을 고용합니다.

● 네트워크 개발 및 서버 비용 (25 %) : LEDU 토큰을 생태계에 통합합니다.
● 마케팅 (15 %).
● 간접비 (10 %).

5.로드맵 및 향후 잠재적 개발
5.1. 로드맵
로드맵은 향후 Q 분기에 회사에 대해 계획된 이정표를 요약합니다.

LEDU 토큰 구매는 회사 자체의 지분 소유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토큰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교육 생태계는 어떠한 이익도 보장하지 않으며 
IPO 또는 무역 판매를 통해 성공적인 출구가있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토큰 가격을 통제 할 수 없으며 모든 토큰 구매자는 가격이 0으로 떨어지거나 90% 이상 
손실 될 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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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모든 소규모 암호 화폐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암호 화폐 비트 코인 및 이더
리움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가치.

이프로젝트는 회사 등록 번호 09346459 로 런던에 등록 된 법인 Livecoding Ltd를 통해
블록 체인 운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5.2. 미래 잠재력 개발
교육 생태계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다음 아이디어를 염두에두고 있습니다. 

●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아랍어 시장을위한
현지화 된 프로젝트.

● YouTube 및 Spotify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주제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카탈로그
확장.

● 사람들이 동영상 프로젝트를 시청할 수있는 전 세계 대도시에있는 회사의 광고
판 화면. 대상 주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토론토, 두바이, 런던, 베를린,
파리, 모스크바, 베이징, 서울, 도쿄 및 상파울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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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국 코로나 바이러스 핫라인

6. 1 전국 코로나 바이러스 핫라인 소개
National Coronavirus Hotline (줄여서 NCH)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자원 및 치
료 센터입니다. NCH는 자격있는 사용자에게 무료 의료 원격 서비스, 정신 건강 및 소독
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닥 쳤고 교육 
생태계 프로젝트는 일부 개발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다른 일부는 간접적으로 영향
을 받았기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팀원은 폐쇄 및 폐쇄로 인해 여행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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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교육 생태계가 NCH를 개발 한 방법
Education Ecosystem의 커뮤니티 회원 중 소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되었기 때문
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은 고통이 프로젝트를 위해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프로젝트가 커뮤니티 구성원의 비극적 인 죽음을 견디면서 코로
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추상적 인 위협이 아니라 너무나도 실제적인 위험이라는 것을 깨
달았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있는 두 팀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고 수
개월 동안 격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정치적 위
기로 간주하지 않고 가족, 친구 및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했습니다. Education Ecosystem의 팀이 핫라인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받
은 가족, 친구 및 지역 사회를 돕기로 결정한 것은 이처럼 암울한 이해였습니다.

이것이 NCH (National Coronavirus Hotline)에 대한 아이디어가 구상 된 방법입니다. 몇 
달 만에 세상을 뒤집어 놓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커뮤니티 기반 대응으로 설계, 개발 
및 출시되었습니다. 240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굴복했으며 
그중 50 만 명이 미국에서 기록되었습니다.

NCH는 핫라인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률을 줄이는 정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NCH는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 로스 앤젤레스, 베이커 스 필드, 롱 비치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곧 모든 지역에 도달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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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서비스

6.3.1. 원격 진료
NCH는 사용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훈련 된 전문 의사와 화상 회의를 제공합니
다. 사용자는 집에서 의사와 일대일로 대화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원격 의료는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방문하는 데 선호되는 방법이되었습니
다. NCH의 사용하기 쉬운 비디오 방문을 통해 사용자는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1. 15 분 약속을 위해 일대일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2. 증상 평가
3.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조언 받기
4. 실험실 테스트 주문
5. 의사가 지역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도록합니다.
6. 직접 만나야하는 경우 현지 의사에게 의뢰를받습니다.
7.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언을받습니다.
8. 실험실 테스트 주문
9. 의사가 지역 약국에 처방전을 보내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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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정신 건강
NCH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신 질환, 우울증, 불안, 불면증 또는 고통을 겪는 사용
자를 위해 가상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면허를 소지 한 원격 의료 치료사와 대화 
요법에 참여하면 사람들에게이 어려운시기에 자신을 돌보는 데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제
공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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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소독
NCH는 가정과 지역 사회를 검사하고 소독 할 전문 팀을 보내 자격을 갖춘 사용자에게 전
문 소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독 서비스를 예약하려면 사용자는 NCH에 가입하고 자
격을 확인해야합니다.

6.3.4 교육 및 예방 가이드

NCH는 또한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되는 편리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지식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이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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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결론
Education Ecosystem은 글로벌 전문성 개발 생태계 인 전문성 개발을위한 Netflix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학습 네트워크는 3,600 억 달러의 전문 개발 산업을 목표로 중급자 및 전
문가의 경력 기술 향상을위한 프로젝트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미
션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위한 웹상의 장소가되는 것입니다. LEDU 토큰은 생태계의 기
본 통화입니다. 토큰은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혜택을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관리
하기 위해 제품에 통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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