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4차산업혁명의 큰 길로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

2021. 4. 8.(목) 배포시점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블록체인확산팀 하태균 팀장(전화: 061-820-1405, 전자우편 : niceha@kisa.or.kr)
블록체인확산팀 박은수 선임(전화: 061-820-1475, 전자우편 : kspes@kisa.or.kr)

담당부서
참고자료

사진 있음 ■

사진 없음 □

총 2매

KISA,“블록체인으로 혁신하는 디지털 경제”정책 컨퍼런스 개최
- 분산ID·메타버스·탈중앙화 혁신금융 등 신기술 동향 및 전망 다뤄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블록체인법학회(학회장 이정엽), 한국정보보호학회(학회장 류재철)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로 촉발되는 경제·사회 구조 변화 조망을 위한 정책
컨퍼런스를

목)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 4. 8.(

최근 급속한 비대면화에 따라 다양한 융합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신뢰성 보장을 위해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KISA는 블록체인, 융합기술(탈중앙화 혁신금융 등)의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컨퍼런스는 2개의 기조강연과 1개의 사례발표, 2개의 발표세션(블록체인,
탈중앙화 혁신금융) 및 심층토론으로 구성됐다.
우선 기조강연에서는
이정엽 회장)

▲뉴노멀 시대정신

,

블록체이니즘(블록체인법학회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와 미래 한국정보보호학회 류재철
(

회장)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블록체인의 역할을 조망했다. 이어지는
확산사례 발표(KISA 박상환 단장)에서는 KISA에서 추진하는 시범·확산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오후 발표세션은 ‘블록체인 기술 및 정책’, ‘탈중앙화 혁신금융’

2

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최근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은 분산ID,
메타버스 , 탈중앙화 혁신금융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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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참관객들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비대면으로 행사를 시청했으며, 실시간 채팅 기능을
이용해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 소셜미디어 채널 : 네이버TV·카카오TV·유튜브(kisa_streaming)

이원태 원장은 “ICT기술 간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높은 데이터 신뢰성을 보장하는 블록체인이
KISA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는 디지털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KISA

정보보호·디지털 전문기관으로서 블록체인 혁신기술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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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구분

컨퍼런스 세부 프로그램
시간
10:00 ~ 10:05

주요내용

발표자
이원태 원장

▪ 개회사

(KISA)

개회

강도현
10:05 ~ 10:10

▪ 축사

정보통신정책관
(과기정통부)

10:10 ~ 10:40

▪ 뉴 노멀 시대정신, 블록체이니즘

10:45 ~ 11:15

▪ 블록체인 기술의 현재와 미래

11:15 ~ 11:45

▪ 블록체인 사업 추진현황

11:45 ~ 13:30

▪ 점심식사

이정엽 회장
(블록체인법학회)

기조연설

블록체인
확산사례
Break

류재철 회장
(한국정보보호학회)
박상환 단장
(KISA)

▪ 블록체인 기술 및 정책 세션 (100분, 각 25분)
- 분산ID 국제표준 및 정책 동향

13:30 ~ 15:10

- 블록체인 기반의 백신접종 증명 주요이슈
- 블록체인 법제도 및 정책 현안
-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활용

산업정책

15:10 ~ 15:2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근덕 교수
(서울외대)
정진명 교수
(단국대학교)
이요한 총괄매니저
(더샌드박스)

휴식 (10분)
▪ 탈중앙화 혁신금융 세션 (80분, 각 20분)
- 탈중앙화 혁신금융 시장 동향 및 전망

15:20 ~ 16:40

- 탈중앙화 혁신금융 기술·정책 동향
- 탈중앙화 혁신금융 관련 주요 법제도 동향
- 금융권 디지털화폐(CBDC) PoC 사례

16:40 ~ 16:50

16:50 ~ 17:30

표철민 대표
(체인파트너스)
전명산 대표
(소셜인프라테크)
정수호 변호사
(법무법인르네상스)
이정화 단장
(LG CNS)

휴식 (10분)
▪ 패널 심층토론 (40분)

심층토론

나재훈 박사

의장 : 염흥열 교수

- 블록체인 기술 및 정책 이슈

발표자

- 블록체인 기반 혁신금융 기술 및 정책 이슈
17:30

▪ 마무리 말씀

KISA

폐회
폐회 및 뒷정리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