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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은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 낼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평

가받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블록체인에 대한 대중적

인 관심은 아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영역에만 국한되

어 있으며, 블록체인의 실체와 근본적 역량에 대한 제고

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블록체인은 아직 완성된 형태

가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새로운 기능, 새로운 활용

처가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와 혁신의 틈바구

니에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 적용 사례, 심지어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혁신 컨퍼런스’는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블록체인이 만들어 나갈 산업 

전반의 변혁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BIIC 2017 행사 주요 목적

•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의 생생한 인

사이트와 시각 공유

• 블록체인 산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책 분

야의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진화 방향과 서비스 전략 논의

• 블록체인에 기반한 수요 산업의 창조적 파괴와 대응 전략 

수립

• 네트워킹 이벤트를 통한 관련 업계 오피니언 리더 간의 창

조적 의견 공유

행사 개요

행 사 명 :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혁신 컨퍼런스 (BIIC 2017)

주     최 : BIIC조직위원회, 테크월드

주     관 : CCTV뉴스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한국인

터넷진흥원, IITP, 금융보안원, 블록체인 오픈포럼, 

SK, SKT, KT, KB국민은행, IBM, 코인플러그, 글로

스퍼  

일     정 :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09:30분

장     소 : 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 그랜드볼룸

참석인원 : 약 1000여명

참석대상 :   정관계 인사, 학계 인사, 블록체인 관련 기업 임직

원, 기술 개발 전문가 등



해외 특별초청

Don Tapscott  
세계 경제포럼 멤버, 글로벌 베스트 셀러 [디지털네이티브]와 [블록체인혁명] 저자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가 가장 주목 받는 

  차세대 미래학자”

David E. Rutter
세계 최대 금융 블록체인 컨소시움 R3CEV의 회장

“글로벌 블록체인 금융의 선구자, 최초 내한”

Philip Enness 
IBM 글로벌 블록체인 개발 총책임 (금융산업 부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기술 혁신의 리더, 

 국내 최초 내한” 

09:30 개회식 및 축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의원,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등

09:50

특별초청

블록체인혁명 : 새로운 질서의 시작 
Don Tapscott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을 뛰어넘어…
David E. Rutter

디지털 혁신의 서막! 
블록체인으로 진화하는 비즈니스 혁신
Phillip Enness

13:50

Track A  공공 / 정책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 및 도입 현황

Track B  기술 / 플랫폼
블록체인 글로벌 기술 진화 방향과 전략

Track C Biz Model
블록체인 기반 수요산업의 혁신과 대응 전략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제언 

KISA - 민경식 팀장 

공유경제의 핵심 기술로써 블록체인 활용과 전망

SK C&C- 원정연 상무 

에너지 분야 블록체인 적용 현황과 전망

한국전력연구원 - 권성철 책임 

블록체인 R&D 추진 현황 및 중장기 전략

IITP - 박현제 CP 

비즈니스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업용 블록체인의 미래

IBM - 박세열 실장 

블록체인 거버넌스와 비즈니스 혁신

SKT - 김종승 팀장  

공공부문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과 향후 과제

경기연구원 - 최준규 박사 

Identity 기술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의 미래

코인플러그- 서문규 이사 

블록체인을 통한 고객가치 제고와 프로세스 혁신

KB국민은행 - 박형주 부장 

블록체인패러다임과 우리의 선택

민주연구원- 박성준 위원장 

인문학 관점의 블록체인

글로스퍼 - 김태원 대표 

블록체인 기반 파괴적 산업혁신모델 및 구현전략

KT - 서영일 상무 

17:50 패널토론 (Panel Discussion) 좌장 박성준 교수, 돈탭스콧 박사 포함 총 6명

19:20 VIP Networking Time

*www.biic.co.kr 내용 참고. *상기 내용은 주최측 및 연사 일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의별 연락처

프로그램 관련 문의     02-2026-5704 (park.jisung@techworld.co.kr)

계산서 및 결제 관련 문의     02-2026-5700 (info@techworld.co.kr)

기업은행 478-000704-04-014 / 예금주 : 테크월드

•모든 강연 및 Track 참석 가능

•Coffee Break 시 다과 제공

•호텔 중식 제공 및 호텔 종일 주차 지원

•참관 후 3개월 간 월간 CCTV News 무료 증정

BIIC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www.biic.co.kr에서 사전 등록만 가능합니다.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혜택 및 신청 방법

mailto:park.jisung@techworld.co.kr
mailto:info@techworl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