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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도래
불확실성(VUCA)의시대

2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유래 없는 빠른 발전으로 4차산업혁명이 본격화
• 4차산업혁명은 좁게는 인공지능, 넓게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유래 없는 빠른 발전 속도에 의해 진행됨
• 4차 산업혁명은 불확실성의 시대로서 미래 예측과 정교한 계획보다는 끊임없는 도전과 시행착오를 통한 혁신이 보다 효과적임

(4차산업혁명위원회)

Comment

(블록체인)



* 2018년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12개 분야 기술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은 130, 중국은 108로 미국과 중국에 비교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남
5년 후인 2023년에도 미국은 123, 중국은 113으로 미국에 대한 기술격차는
줄어들지만, 한국의 비교 열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 4차 산업혁명 기술, 2023년에도 美·中·日에 밀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선점 전쟁 시작!
선진국과의 격차는?

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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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미국 vs 중국 기술격차
(2018년)

한국 vs 미국 vs 중국 기술격차
(2023년)



우리나라대응은…

이데일리2022. 01. 26

이데일리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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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에 메타버스까지…‘22년 디지털 뉴딜’ 9조원 투입

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 비대면 창업기업 300개 찾는다

과기부, 올해 AI·SW인재양성에 3285억 투자…'메타버스아카데미' 신설
아주경제2022.01.12

• 한국 정부, AI와 블록체인(NFT) 기반 메타버스까지 ‘2022년 디지털뉴딜‘ 사업에 9조원 투자
• 2022년 AI, SW 인력 양성에 3285억 투자. 메타버스 적극 대응 위해 블록체인 NFT 기반 메타버스아카데미 신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어 갈 비대면 창업기업 투자 강화

* 전문인력은 태부족이고 스타 기업 출현은 요원, 이에 ‘기술육성 → 전문인력양성 → 스타트업육성’ 으로 산업 생태계 선순환 유도 정책 마련

Comment



교육에서취·창업까지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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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한국AI블록체인융합원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인가한

국내최초정부인증교육기관

(제2018-30-0002호)

과학기술, ICT 융합으로

4차산업혁명을선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영리재단법인

고용노동부

신규교육기관인증평가

‘교육기관인증’

7



설립목적및주요사업02
8

설립
목적

AI·블록체인전문기술인력양성/ 신규일자리창출 및유망스타트업인큐베이팅1

AI·블록체인기술의발전과산업및실생활분야에서의적극적 적용확산을위한연구개발2

AI·블록체인기술활용및확산을위한홍보및설명회, 포럼등관련커뮤니티운영3

위목적달성을위한정부, 지방자치단체등의위탁또는용역사업수행4

AI·블록체인기술의발전을도모하고,산업및실생활분야에서의적극적적용과그확산을위하여필요한연구개발하고

AI·블록체인기술인력의양성을위한교육관련사업을실시함으로써사회와국가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함

주

요

사

업



4차 산업혁명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하는
체인 인큐베이팅 시스템

* 체인인큐베이팅시스템이란?4차산업혁명기술전문가양성교육과취업, 창업을연계하여종합적으로지원하는
(재)한국AI블록체인융합원의고유한인큐베이팅시스템입니다.

9한국AI블록체인융합원의인큐베이팅시스템03



조직 :①조직도04 10

이사장

원장

고문단

사무총장
(융합원총괄)

대외협력본부 교육지원본부경영지원실

취·창업지원센터 경남센터 대전세종충남센터

경영지원 총괄
인사/재무관리

마케팅/홍보
특강 기획 및 실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 섭외
사업기획 및 제안

취업지원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AI, 블록체인,
ICT 융복합 교육

AI, 블록체인,
ICT 융복합 교육



조직 :②임원진04 11

김선경
경영지원이사

이승재
교육지원이사

• 호서대학교벤처투자전문박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기계공학석사

• (현) 중관촌한국대표부대표

• (현) 한국NHTECH중국시장부부장

• GINKGO CAPITAL 한국파트너

• (현) 재한유학생박사연합회경제분야팀장

• 가천대학교화학과졸업

• (전)서울경제신문사편집국기자

• (전) 한국경제신문사편집국기자

• (전)전자신문사편집국기자

• 성균관대학교통계학과졸업

• 성균관대학교경영정보석사졸업

• (전)LG텔레콤마케팅실

• (전)한국케이블텔레콤SO영업총괄

• (전)티브로드모바일사업총괄

선 량
이사장

• 한양대학교경제학박사

• 스탠퍼드대학교(미국) 방문연구원

•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전문위원

• (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교수

• (전)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회장(제13대)

• ‘블록체인기술의활용과전망’  등저술

임명환
융합원장

• 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PR전공(석사과정)

• (현) 더게임즈데일리전문기자

• (현) 중·한문화교류발전위원회부회장

• (전) 전자신문사인터넷(ET News 본부장/이사)

• (전) 한국표준협회그린CEO사무총장

• (전) 성남시벤처센터회장

도상혁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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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06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단법인 설립 허가 2018년 4월

2018년 9월 과기정통부,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교육 사업자 선정
(서울, 대전, 대구)(2018~2021 4개년)

제1회 블록체인 Cheer-up! 취업설명회 개최 2019년 2월

2019년 3월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놀이터‘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2019~2020 2개년)

서초구청, 서초블록체인아카데미 과정 개설 2019년 6월

2019년 8월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취 · 창업 연계 블록체인 기반
산업적용 개발자 양성 과정‘ 운영

서울산업진흥원,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기회 발굴과정」 교육 실시 2019년 8월

2019년 10~11월 제2회 블록체인 Cheer-up! 취업설명회 개최(2회)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수행기관 선정 2020년 3월

2020년 8월 과기정통부,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 참여
(2020~2023 4+2개년)(부산〮울산〮경남 권역의 AI 및 블록체인 교육 및 취창업)

제3회 블록체인 Cheer-up! 취업설명회 개최 2020년 11월

2021년 12월 블록체인, AI, 메타버스 전문가과정(자격증) 취득
2022년 1월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 참여(2022~2026 5개년)
(대전〮세종〮충남 권역의 미래모빌리티 사업 교육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제4회 블록체인 Cheer-up! 취업설명회 개최 2021년 10월



주요실적 :①교육07 14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고용노동부
- 서초구

교육부

서울시

• 2018년 9월 4차산업혁명 기술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인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자에 선정,

서울, 대전, 대구 등에 교육장을 개설하여 2018~2021년까지 4개년동안 사업 수행

• 2019년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및 운영 사업 중 ‘블록체인놀이터‘ 운영 사업자에 선정,

2019~2020년까지 2개년 간 서울 마포에 교육장 및 전시장 개설/ 운영

• 위 사업에서 확장하여 2020년부터 지역ICT이노베이션 스퀘어 및 운영 사업 중 부산〮울산〮경남 권역의 AI 및 블록체인

교육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수행 중(2023년까지 4년+2년 추가)

• 2020년 3월 ‘지역산업맞춤형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블록체인 비즈니스 개발자 양성‘ 과정 운영

• 2021년 12월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에 참여하여 2022~2026년 5개년 동안

대전〮세종〮충남 권역의 미래모빌리티 사업 교육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수행(예정)

• 2019년 8월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취 · 창업 연계 블록체인 기반 산업적용 개발자 양성 과정‘ 운영

• 2022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블록체인 기술사업화 및 dApp 개발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



주요실적 :②해커톤(2019 QuorumSeoul)07 15

2019 Quorum(쿼럼) 서울 해커톤

주최/주관 JPMorgan / PROOF/tullolabs

후원

주제

한화시스템즈, 한국에이아이블록체인융합원,VERON, BSRC
한국FIDO산업포럼,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산학협력단

2019.8.9 (금) 18:30 ~ 2019.8.10 (토) 11:30

[MARU180]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180

1. 금융서비스개발

:  기업형블록체인을이용한금융서비스개발 ex)송금서비스

2. 오프체인블록체인어플리케이션개발

:  기업형블록체인상에서자산, 인프라, 노드등과관련하여기술적지식

이없는사람들도쉽게다룰수있도록하는어플리케이션개발

3. 금융프로그램자동화

:  기업형블록체인을이용하여금융행동, 감사, 합의등이자율적으로

처리되는금융상품개발

일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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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참가자 모집] {사전 오리엔테이션] [1박2일 해커톤 수행] [수상자 시상]

8개 팀 43명 참여 해커톤 수행 전

rule 공지 및

Quorum 플랫폼 소개

Quorum 플랫폼 활용

금융분야 서비스 개발, 

블록체인 아이디어 구현

등 과제 수행

시상 및 수상자는

한화시스템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주요실적 :②해커톤(2019 Quorum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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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셋 구축 해커톤대회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에프원소프트㈜

후원

주제

내용

도로교통공단, 한국에이아이블록체인융합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

도로시설물및개인형이동장치안전관련,

AI 학습용데이터를활용한응용프로그램개발

AI 와컴퓨터비전, 알고리즘및SW 개발관련 학생및종사자28개 팀 참여.  

도로시설부문과개인형이동장치부문으로나눠진행.

* 보도자료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12170268

[오리엔테이션]

[수상자 시상]

2022.8.9 (금) 18:30 ~ 2019.8.10 (토) 11:30

[한국에이아이블록체인융합원]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중앙로63

일시

장소

주요실적 :②해커톤(2021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셋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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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주관 사업 내역 수료 취창업 취업률 비고

과기정통부

iitp 혁신성장청년인재양성 207 136 66% 장기 과정

nipa 블록체인 저변 확대 2,024 해당 사항 없음 장단기 혼합

nipa
지역ICT이노베이션
(인공지능, 블록체인 저변 확대)

700 해당 사항 없음 장단기 혼합

고용노동부-서초구 - 지역산업맞춤인재양성 20 15 75% 장기 과정

서울시 - 뉴딜일자리사업 24 20 83% 장기 과정

기타 단기과정 등 - 융합원 자체 운영 과정 2,000 해당 사항 없음 단기 과정

전체 4,975 171 68%

주요 취업처



주요실적 :④외부해커톤/아이디어경진대회수상실적07 19

우수상

김홍준, 김의진

두나무상 (3등)

한현준, 김의진, 박신혁

우수상

문병선, 김승빈, 최영욱

이윤호, 김명훈

장려상

윤창진, 진지훈, 김기범

김영일

본상

이수진, 신승화, 김명훈

[2020 제주 블록체인 해커톤 ]

[2020 경기도 온라인 블록체인 해커톤][2020루니버스와 함께하는 UDC 해커톤 ][2019 경기도 블록체인 해커톤]

[K-global Start up 공모전 2021] [2021블록체인 진흥주간] [2021이더리움 해커톤]

본상

강희주, 이하늘

최우수상

안수민, 한석중

최우수상

김민기, 강희주, 장준규, 조현명

장려상

함재준, 김석영, 강서현

오현준, 박경재



2022년중점추진사업 :민간자격검정08 20

‘인공지능컨설팅전문가’

주무기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내용

인공지능컨설팅전문가1급, 2급

제2021-004531호 (2021년10월)

‘블록체인컨설팅전문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블록체인컨설팅전문가1급, 2급

제2021-005649호 (2021년11월)

‘메타버스&NFT 큐레이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급없음

제2022-000374호 (2022년1월)



강사진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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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김기형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종서 교수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원유재 교수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이기혁 교수

아시아IC

카드포럼

한호현 회장

한국AI블록체인융합원

원장

임명환 교수

POSTECH

가치창출융합부

장 민 교수



강사진 :산업계09 23

빗썸

정지원 책임연구원

겜퍼

고우진 이사

에코플레닛

한해수 대표

Klay Ape Club

정웅희 대표이사

디지털존

서기훈 이사

플레이앱스

임재청 대표

빅픽처랩

금창섭 대표

그라운드엑스

성기준 시니어매니저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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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원 ]  02-6101-8888   www.k-abc.com
서울시서초구서초중앙로63, 리더스빌딩5층(전관)

- 2개강의장(각50석, 총100석)

- 3개회의실(팀프로젝트회의등)

- 강사대기실, 접견실등

[경남센터]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로18번길22

[대전〮세종〮충남융합센터]
대전시유성구노은동

http://www.k-abc.com/


‘블록체인ㆍ인공지능생태계’
이제한국AI블록체인융합원의

체인인큐베이팅시스템
으로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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