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the
talentchain?
이제까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거대한 ‘일반인의 재능활용시장’을
구축하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능
을 발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블록체인&인공지능 프로젝트

How to?

Ecosystem & Fanzy token Use Case

talentchain

① Creator가 기존 SNS상의 재능 표출 콘텐츠를
ㅤ‘FANZY’에 링크(공유) 한다.
②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고 Creator의 재능을
ㅤ증명한다. (좋아요, 댓글, 팔로우, 응원하기)
③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Creator에 대한
ㅤ사람들의 좋아요, 댓글, 팔로우, 응원하기
ㅤ정보를 계산하여 재능 가치(POT)을 만든다.

Business Partner

④ 콘텐츠 시청과 POT발현에 대한
ㅤfan z y 보 상 이 제 공 된 다 .

재능을 활용한 사업 활동
Creator의 증명된 재능을
인정하고, Creator와 함께
IP비지니스를 할 기업체가
파트너로서 Creator를 대신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Creator는 재능을 제공한
대가로서 fanzy token 수입
을 창출한다.

⑤ 발현된 POT을 근거로 Creator
ㅤ에 게 재 능 제 공 을 의 뢰 한 다 .
⑥ 재능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ㅤ그 대가로 fanzy를 받는다.
⑦ 재능 활용에 대한 fanzy
ㅤ보상이 발생한다.
* POT : Proof of Talent

Components & Competitiveness

Creator의 재능 구매
POT으로 선 증명된 재능을
보고 필요로 하는 재능을
찾아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서
fanzy token으로 필요한 재
능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출장요리, 액세서리 주문
제작, 필라테스 1:1 강습, 퍼
스널 스타일링 등의 다양한
C2C 거래가 fanzy token으
로 이루어진다.

talentchain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재능을 발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C2C2B 공유 경
제 프로토콜

-보상 수요에 따른 token 발행 방식
-독자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
-타 코인과의 호환 기능

FANZY - Core DApp
talentchain의 코어 DApp으로서,
Creator가 재능 표출이 가능한 기존의
각종 소셜 서비스들의 포털 플랫폼

-콘텐츠를 자체 소유하지 않으며,
링크만 모인 포털
-Creator에게 추가적인 수익 발생
및 수익 극대화 실현
-기존 서비스와 경쟁이 아닌 상생
성장하는 구도
-시청자에게도 보상이 제공

사람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하여 수
익을 창출할 수 있게, 재능에 따라 기능
과 서비스가 특화된 에플리케이션들

Other Creator
콘텐츠 시청 보상
POT 발현 보상
재능 활용 보 상

Creator

응원을 통한 POT 발현
fanzy token 예치와 좋아
요, 댓글, 팔로우, 응원하기
의 재능 증명을 통하여 모호
한 재능 가치를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로 발현한다.
예치한 fanzy token은 1달
이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
다.

Creator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
관련 서비스 및 재화 구매
Creator들이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재화
(소재, 장소, 기기, 도구 등)
를 talentchain 상의 통합
쇼핑몰인 talent store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다.
TALENT STORE

Service DApps
*무한한 가능성의 거대한 ‘일반인의
재능 활용 시장’ 구축
*The Next of Youtube
*글로벌 No.1 콘텐츠 산업 토큰

* POT image

Other Creator
-재능을 살려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 > 다양한 직업을 창출
-재능 활용 보상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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