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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 추진배경 : 블록체인 산업은 아직 발전 초기단계로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 육성 필요
○ 추진기간 : 2019년 ~ 현재 진행 중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2020년도 사업비 : 5,700백만원
○ 주요내용
-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지원)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에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토
타입 개발 및 기술 검증(PoC) 지원

* PoC(Proof of Concept): 시범사업 추진 전 기술적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수행하는 기술검증 프로젝트
-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지원) 블록체인 기술의 수요기관 *‧
공급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수요기관) 수요자(기업, 공공기관) 대상 기술 도입 활용 전략 컨설팅 제공
** (공급기업)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대상 기술 서비스 개발지원 컨설팅 제공

○ 추진경과
- 2020.1. :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NIPA 블록체인산업팀 팀장 방용주
- 최종 결재자 : NIPA 원장 김창용
○ 사업 관련자

구분
본부장
팀장
담당
담당
담당
담당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담당업무
직급 수행기간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20.1.1~’20.12.31
팀장 ‘20.1.1~’20.12.31 블록체인전문기업육
성사업 총괄
블록체인 전문기업
수석 ‘20.1.1~’20.12.31 육성사업 총괄 지원
/규제개선
전문기업
수석 ‘20.1.1~’20.12.31 블록체인
육성사업 실태조사
블록체인 전문기업
수석 ‘20.1.1~’20.12.31 육성 (블록체인 기
술검증(PoC) 지원)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록체인 기
채정열 책임 ‘20.1.1~’20.12.31 육성
술검증(PoC) 지원
및 컨설팅)
성명
김득중
염창열
김지철
유형준
정기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 담당자 : 백병수 사무관

○ 사업관련 주요 실적 기재
- (전문기업 성장지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기술 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등 상용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지원(11개)

* 수출채권 , 임상시험 데이터 , 학사정보, 진료기록, 콘테이너 IOT, 유기견,
식재료 관리 등
- (시장활성화 지원)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실적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기관(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10개)

* 블록체인 기반 약물 건강관리 플랫폼(녹십자지놈), 블록체인 기반 응급의료
정보공유 플랫폼(충북지식산업진흥원) 등
- (산업동향 분석) 블록체인 산업의 신뢰성 있는 시장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 기초자료 활용, 규제· 제도· 기술에 대한 선제적 개선
방안 연구

* 국내 블록체인 공급·수요사업체 대상 실태조사 및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