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ISCIPLINA는 학문 및 직업적 성취도에 기반한 검증된 개인 프로필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다기능 블록 체인 입니다. 본 프

로젝트는 교육 및 채용 분야에서 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블록 체인 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DISCIPLINA는 한 사람의 전체 학력을 블록 체인에 저장하여 각 개인마다 점수를 부여합니다. 채용 담당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 및 기술 별로 후보자를 필터링할 수 있어 후보자 검색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팀은 45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및 블록 체인 분야에서 뛰어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팀입니다.

• TeachMePlease 팀과 Cardano (ADA 코인) 출신의 개발자들이 이 블록체인을 초창기부터 도맡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약

DISCIPLINA 란

개인 학업 성취도 데이터를 전자 형식으로 저장하고, 데이터 
액세스를 영구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DISCIPLINA는 오픈 소스 플랫폼입니다. 모든 교육 또는 
채용 서비스는 그들의 프로젝트를 위해 블록 체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업 성취 관련 데이터를 채용 담당자 간에 
거래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보장되며, 해외 결제 옵션도 제공됩니다. 

채점, 피드백, 학생 성적 등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후보자의 전문 분야와 스펙 별로 검색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색 툴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달성해야 할 특정 목표를 이루고 나면 주어진 
집단 안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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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판매

비공개 층. 비공개 부분에서는 해시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에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공개 

또는 개인 사용자 데이터는 뿐만 아니라 저작권 또는 

상업 기밀로 보호되는 자료를 저장하기 위해 수행됩

니다.

공개 층. 공개 층은 사설 체인의 무결성과 네트워크

에 저장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이터에 대

한 오픈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교육 기관. 모든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주립 또는 사립형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관은 교육 기관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개인 교사는 물론, 학습 자료 판매를 제공하는 단순한 마켓플레이스 역시 학문 기관이 될 수 습니다. 모

든 교육 기관에는 사설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 저장된 교육 관련 기록 사항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합니다.

증인은 각 교육 기관이 만든 사설 블록체인의 해시

를 기록할 공개 블록 체인을 관리합니다. 증인은 블록

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

고, 사설 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그 영속성이 보장됩

니다. 증인은 데이터 자체에 액세스 할 수 없으며 데

이터의 해시에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채용담당자 및 이에 관심있는 다른 당사자들
은 학생들의 학력 및 성취도 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료 액세스를 제공받을 것 입니다.

고객 문의

이메일: hello@disciplina.io

토큰 판매 웹사이트 및 사용자 프로필:

https://disciplina.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