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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빅뱅!“

Comment

“2025년전세계GDP의10%가블록체인플랫폼에서이루어질것이다”
-WEF(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시장규모는연간83%씩성장하여2021년에는현재의4배수준인92억달러에도달할것이다.” - IDC*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글로벌시장조사기관

“2020년까지시장규모는연간120% 성장하고, 부가가치는2030년3조달러를초과할것이다. -가트너

기관 주요 내용

WWF
(세계경제포럼)

WKF
(세계지식포럼)

IDC

가트너

맥킨지

・2025년까지전세계GDP의10%가블록체인플랫폼에서발생전망
(전문가및경영진의50% 이상동의)

・2017년까지전세계은행의80%가블록체인기반금융거래시스템구축전망

・블록체인이사용화되면산업및사회전반에혁시적인변화가져올것
・2040년블록체인기술도입한일본・에스토니아같은국가가가장부유해질것

・2018년블록체인시장규모는21억달러이며연간83%씩성장하여2021년에는
현재의4배수준인92억달러에도달할것으로전망

・2018년10대전략기술중하나로블록체인기술을선정하였으며디지털비지니스의
파괴적혁신을유발하여막대한경제적효과창출전망
・2020년까지블록체인연간성장률을120%로예상,사업적부가가치는2030년에
조달러를초과할것으로예측

・블록체인은글로벌금융서비스비용을향후3년간800~1,100억달러
절감할것으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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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가가치[백만달러]

연간성장률[%]

블록체인사업부가가치

*2017년3월기준자료:가트너



* “블록체인 기술로 대부분의 은행은 1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데이비드 여맥 뉴욕대 교수, 2018)

* “블록체인 도입으로 전통 전력산업은 위협을 받을 것”(블룸버그)

* “금융,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이 시도되고 있으며, 기술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8 정통부 보고서)

세계는 이미 블록체인
생태계 선점을 위한 전쟁 시작!“

Comment

・ IBM은 ’17년 100건 이상 프로젝트 진행
・美·英 ’16년부터 기술개발투자확대
・블록체인 특허출원(’18.1, 특허청):미국 497건, 중국 472건, 한국 99건, 일본 36건 등

데이비드여맥
뉴욕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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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이미 블록체인
생태계 선점을 위한 전쟁 시작! 우리나라는…“

한국정부, 향후 10년간 1,000억투자발표…전문인력은태부족하고스타기업출현은아직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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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대한민국이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Pro인력과 Star스타트업을 하루 빨리 키워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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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 취〮창업까지 원스톱 -



1. 재단법인 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개요

2. 주요 사업

3. 원장 인사말

4. 비전 및 미션

5. 조직도

6. 주요사업

7. 교육과정

8. 교수진

9. 연혁

10. 향후 추진사업

11. 네트워크

12. CONTACT U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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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개요01

한국 중앙정부에서허가한

최초의 블록체인연구교육기관

(제2018-30-0002호)

과학기술, ICT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비영리 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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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02

1
블록체인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현업 종사자 대상 전문화 교육 사업 추진

2

3

4

취업 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유망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

블록체인기술의 발전과 산업 및 실생활 분야에서의 적극적 적용·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블록체인기술 활용 및 확산을 위해 포럼 등 전문 커뮤니티 운영

* 체인인큐베이팅시스템이란?블록체인전문가양성교육과취업, 창업을연계하여종합적으로지원하는
(재)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의고유한인큐베이팅과정입니다.

교육에서 취〮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재)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만의 ‘체인 인큐베이팅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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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생태계를 완성하는
체인 인큐베이팅 시스템“
* 체인인큐베이팅시스템이란?블록체인전문가양성교육과취업, 창업을연계하여종합적으로지원하는
(재)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의고유한인큐베이팅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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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교 육

연 구창 업



원장 인사말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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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및미션04

사업
전략

최고전문가, 특화프로그램, 신규일자리창출등3가지사업전략

<최고전문가>
산〮학〮연최고교수진및멘토, 

교육운영전문가

<특화프로그램>
일자리맞춤형〮창업형프로그램, 

실전프로젝트

신규일자리
77개회원사및협력기관과

취업알선, 창업지원(자금, 사무실, 자문등)

사업
목표

블록체인전문인력양성및 양성인력100% 취·창업연계

비전

• 블록체인 분야 수요․공급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블록체인 운영·설계 전문 인력 양성

• 블록체인기술의 산업 적용형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개발자 및 전문 엔지니어 전문인력 양성 신규 일자리 창출

•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창업 지원 및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스타트업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전기회 제공

핵심
역량

• 창의적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5가지 역량
(전문지식역량〮기술역량〮공동체역량〮창의적 사고역량〮취업역량 프로그램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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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05
13

사무총장

이사장

원장

경영지원이사 교육지원이사 대외협력이사

대외홍보
교육원교안교정총괄
교육원컨텐츠개발

교육원운영총괄
교육원인허가,이사회운영
사업기획및제안
(고용노동부,과기정통부등)

교육원마케팅·홍보
취업지원및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특강개발및실행



조직도 :임원진05
13

도상혁사무총장선량이사장 공종렬원장

김선경
경영지원이사

이승재
교육지원이사

이일우
대외협력이사

• 한국발기인

• (현)중한문화교류발전위원회부회장

• (현)NC테크놀로지회장

• (현)뉴스피플경제전문기자

• (전)전자신문사뉴미디어국

• 전자신문사인터넷(ET News 본부장/이사)

• (전)한국표준협회그린CEO사무총장(7년)

• (전)성남시벤처센터회장

•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기계공학석사

• 호서대학교벤처투자전문박사

• 주식회사월튼체인테크놀로지대표이사

• 한국NHTECH중국시장부부장

• 재한유학생박사협회경제분야팀장

• 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

• (전)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국장

• (전)이타임즈인터넷사장

• (전)한국케이블텔레콤사장

• 가천대학교화학과졸업

• (전)서울경제신문사교열부

• (전)전자신문사교열부

• 중앙대학교광고홍보학과졸업

• 동국대학교광고홍보박사졸업

• (전)금강기획제작차장

• (전)고용노동부온라인대변인

• 성균관대학교통계학과졸업

• 성균관대학교경영정보석사졸업

• (전)LG텔레콤전사마케팅팀

• (전)한국케이블텔레콤SO영업총괄

• (전)티브로드모바일사업총괄



주요 사업06

블록체인기술을 산업 전분야와 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기술인력 양성과 취 〮창업 지원, 응용 연구 활동

설립 초기에는 시급한 기술인력 양성 교육에 주력하고, 점진적으로

전문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 위탁 연구 등의 방법으로 연구기능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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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적 : 정부 지원 사업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사업’ 블록체인 분야

커리큘럼[붙임1]참조

교육비 정부예산 지원(전액국비)

교육 대상 2019년 9월 이전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미취업자

교육 기간 2018년 9월 3일(월) ~ 2019년 2월 28일(목) (6개월)

교육 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오전 9:00 ~ 오후 6:00)

교육 장소
[서울] (서초) 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가산) 한국표준협회 본사

[대전] 대전 한국표준협회대전 세종충남지역본부강의장

선발 기준 컴퓨터 및 SW 관련 학과생, ICT 관련 자격 취득생 및 교육 이수생 우대

정부지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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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적 : 정부 지원 사업07
15

<2018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훈련실적>

과정명 교육기관 훈련중

블록체인 기반 산업적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 양성(서초)

2018.09.09 ~ 2019. 02. 08 23

블록체인 기반 산업적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 양성(대전)

2018.09.09 ~ 2019. 02. 08 21

블록체인 기반 산업적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 양성(가산)

2018.09.09 ~ 2019. 02. 08 24



교육실적 : 정부 지원 사업07
16

•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 기술부터 P2P 네트워크, 합의 알고리즘 등 8개 모듈 과정구성
• 다양한 블록체인 개발 및 활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실전 프로젝트를 병행하여 현업 적응 능력 향상

로드맵

훈련이수 체계도에 따른 교육 실시 후 팀 구성 및 과제매칭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 실시



교육실적 : 특강07
17

강사 이익순 대표이사(거래소 올빗)

9월의 원포인트 레슨 ‘사알’
사이드 체인 기반 거래소, 그것이 알고 싶다

• 일 시: 9월 20일 목요일 19:00~21:30(2.5시간)

• 강사: 거래소 ㈜올빗 이익순 대표

• 장 소: (재)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대강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리더스빌딩 5층)

• 강의내용: ETH side chain 분산 거래소 A to Z, 

POA 와 밸리 데이터,  성공하는 블록체인과암호화폐 노하우 및 문제점 공유 등

• 수강료: 4만원(회원사가입 또는 단체(5인이상) 수강 시 3만원)



교육실적 : 특강07
17

<9월의 ‘원포인트레슨’훈련실적 >

57명수강생설문조사결과 강의만족도88%

http://www.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02678



교육과정 : 특강(모집중)07
18

가을특강 :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전 시리즈 (2.5시간*5개 강의)

• 강의기간: 10.24~11.21(주1회2.5시간, 5개강좌)

• 대상: 블록체인비즈니스종사자또는비즈니스를계획중인분누구나

• 내용: 성공하는비즈니스아이디어, 각국의지원및규제, 테크니컬트렌드,  법적이슈, 과세및회계처리문제, 성공하는백서의조건등

• 장소: (재)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63 리더스빌딩5층)

• 수강료: 50만원(회원사가입또는단체(5인이상) 수강시40만원)  

*수강생에게 (재)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의수료증및기념품지급

*개별강좌수강도가능 (강좌당10만원, 회원사가입또는단체(5인이상)의경우9만원)

회차 강의일시 강의내용 강사

1 10.24/19:30~22:00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위한 테크니컬 이슈
윤승완 블록인프레스 COO, 

Lunamint CEO

2 10.31/19:30~22:00 해외의 블록체인 규제 상황 강민 빗썸 애널리스트

3 11.07/19:30~22:00 투자자를 매료시키는 백서작성법 김한샘 17C°CTO

4 11.14/19:30~22:00 블록체인이 바꿀 산업 및 사회 조원규 대표

5 11.21/19:30~22:00 블록체인 제도적 이슈 서용진 변호사



교육과정 : 특강(모집중)07
18

주말특강 : 블록체인 개발자 실전과정 (7시간*3회)

• 강의일시: 11.17, 11.24, 12.11(매주토요일10:00~18:00)

• 대상: 블록체인개발업무종사자또는개발실무를배우고싶은분

• 내용: 이더리움, 스팀, 하이퍼레저의실무문제해결

• ( 실제 Dapp을 활용한 실습 과정, 암호화폐 발행 및 메인넷 적용)

• 장소: (재)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63 리더스빌딩5층)

• 수강료: 60만원

회차 강의 일시 강의 내용 비고

1회 11.17
(10:00~18:00)

- 블록체인 기술
- 블록체인 기본 지식
-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
- 이더리움 실습

2회 11.24
(10:00~18:00)

- 스마트 컨트랙 실습
- 이더리움 ICO 만들기
- 이더리움 에어드롭
- 스팀잇 설명
- 스팀잇 서비스 개발

3회 12.01
(10:00~18:00)

- 스팀잇 관련 서비스 소개
- 실전 스팀잇 서비스 개발
- 하이퍼레저 프라이빗
- 하이퍼레저 실습



교육과정 : 설계중07
18

대기업·강소기업 대상 맞춤형 단체 교육 추진(설계중)

• 강의대상: 블록체인지식(기술적/비즈니스적)이필요한기업및단체

• 내용·방법: 회사별니즈에맞춤커리큘럼설계를통한단체교육

• 강좌(예시) : ① 블록체인의기술적이슈 (기술적한계와향후개발방향등)

②블록체인댑개발및토큰이코노미설계

③암호화폐발행의기술적실무(이더리움, 스팀, 하이퍼레져상실무문제해결)

(협의중) (협의중)



교수진08
19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현)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전)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조교수

한국항공대학교 통신공학 학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전기컴퓨터공학 석사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컴퓨터공학 박사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박종서 교수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김기형 교수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현) 아주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교수
(전)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한국과학기술원(KIST)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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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 교수서용진 교수 윤승완 교수

- (현) BLOCKINPRESS COO

- (현) LUNAMINT CEO

- (전) Bithumb 전략기획팀

- (전) 효성 연구원

- 성균관대학교화학공학과 유동시뮬레이션석사 졸업

- 강의 경력 : 코스모스 코리아 밋업 4회 진행/ 

디코노미 (분산경제포럼) 2018 모더레이터/

비욘드 이더리움/ 매일경제 블록체인 아카데미

- (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 (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자문변호사

- (현) 삼일회계법인 재무 자문 (공인회계사)

- (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고려대학교토목건축공학과졸업

- (현) Bithumb 거래소 Analyst

- (현) Blockchain Hub Portal Advisor

- (현) Lunamint Chief Analyst

- (전) 본 미술심리상담교육원 부원장

- 고려대학교교육학 석사 졸업

- 강의 경력 :한성대학교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블록체인 특

강 5회,

국내 주요 은행 행내 지식네트워크특강 강사,

서강대학교광고홍보연합학회초청 특강 강사 등 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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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규 교수 김한샘 교수

- (현) 블록체인 개발사 WEbrick 대표

- (전) Official.re 경영/마케팅컨설팅

- (전) 삼성중공업 기본설계팀

- KAIST 기계공학과석사 졸업

- KAIST 기계공학과학사 졸업

- (현) 17°C CTO

- 암호자산 거래소 Upbit/ WhaleX 기획, 개발, 운영

- 카카오스탁MAP CIO

- 퀀트 펀드 매니저

- 로보 어드바이저 개발

- 미래에셋 자산 운용 상품기획팀

- S&P Credit Research Analyst

-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 졸업

위송걸 교수

- 공학박사(미국델라웨어대학졸업)

- 남경이공대학부교수

- 인터넷 공간 안전 공정연구팀원

- 석사 지도교수

-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 구글,QUALCOMM, Bloomberg News등

에서 근무하며 연구개발 엔지니어와

기술전문가직무 담당



연혁09

- 2018.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단법인 설립 허가

- 2018. 6. Open Ceremony 및 기자 간담회

- 한국표준협회와 업무 제휴 협약

- 2018. 7. 교육청 평생교육시설 등록

- 2018.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수행기관 선정

- 2018. 9. ~ 2019.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년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 교육 실시

<한국표준협회 업무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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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0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9-11, 리더스빌딩 5층 전관

- 2개 강의장(각 50석, 총 100석)

- 3개 회의실(팀프로젝트 회의 등)

- 강사 대기실, 접견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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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24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

w.php?g_serial=1099921&g_menu=02

0200

http://www.newsis.com/view/?id=NIS

X20180611_0000332623&cID=13001

&pID=13000

http://www.etnews.com/201806110
00185

http://www.etnews.com/2018060

8000257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99921&g_menu=02020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611_0000332623&cID=13001&pID=13000
http://www.etnews.com/201806110
http://www.etnews.com/20180608000257


언론에 비친
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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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80809000498#http://www.decenter.kr/NewsView/1S3AKVJ58I

http://www.decenter.kr/NewsView/1S3AKVJ58I


언론에 비친
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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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80903000358 http://www.datanews.co.kr/news/article.html?no=101112



향후추진사업10

주무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가민간자격지원센터

민간자격온라인등록(6/15)

민간자격검정사업자확정(~6/15 이후약4개월후)

‘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한국표준협회’ 첫공동사업

블록체인전문가민간자격검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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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추진사업10

취업지원(일자리창출)

ㅇ 77개회원·협력사및헤드헌팅사를통해유망기업에취업알선

- 77개회원〮협력사및본교육원과협약을맺은국내외헤드헌팅사를통해

우수블록체인관련기업에우선추천

- 취업에필요한구직활동지원:기업정보제공,이력서및자기소개서작성지도,모의면접등

- 현업전문가로멘토를구성하여맞춤형멘토링을통한진로지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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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추진사업10

스타트업인큐베이팅 (창업지원센터운영)

ㅇ 본교육원우수수료자및예비창업자대상종합적창업인큐베이팅프로그램실시

-예비스타트업의비즈니스모델피칭행사(국내외엔젤투자자,크립토펀드등참여)등을통해사업계획구체화

-멘토및제휴사(ICO컨설팅업체)등을통해 ICO및거래소등록까지종합적인서비스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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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11

차별화된교육과취업〮스타트업인큐베이팅을위해

협력〮 회원사,헤드헌팅사, 미디어등과폭넓게제휴

협 력 〮 회 원 사 (7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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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11

차별화된교육과취업〮스타트업인큐베이팅을위해

블록체인업계, 회원사,헤드헌팅사, 미디어등과폭넓게제휴

제휴 헤드헌팅사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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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생태계, 
이제 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의

‘체인 인큐베이팅 시스템’
으로 완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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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11

이승재 본부장 02-6101-9951 jason.lee@wtbi.or.kr

이일우 본부장 02-6101-9959 willy2626@wtbi.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리더스빌딩 5층

02) 6101 - 8888

교 육

취 〮창업

회사위치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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