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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AI 테크센터
-청년 인큐베이터 / 악셀러레이터 설립 (청년 일자리창출사업 경상북도 거점화 프로젝트)

□ 사업개요
m 총사업비 : 90억 원 (예정 예산)
m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0년 12월 (2년)
m 추진주체 : 경상북도, 김천시, 금오공과대학교, 경북산학융합본부,
(사)유엔미래포럼

m 주요사업내용 : 블록체인AI 메카 경상북도
Ÿ

블록체인AI 테크센터 설립: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미래사회변화 주도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AI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기능을 수행.
=> 블록체인Al 청년 인큐베이터 및 악셀러레이터 설립, 산업생태계 Hub
구축
=> 청년 일자리창출 거점 경상북도 만들기

Ÿ

AI (로봇, 신약, 암호화폐/블록체인) 산학공동기술개발 및 상용화 ․ 사업화
기능수행: 블록체인AI 테크센터 수행 업무

Ÿ

세계적 블록체인AI 석학, 전문가, 기업집단들과 연계 고급 전문인력(마스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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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필요성
❍ 미래 세상을 바꾸는 핵심기술 블록체인AI
❍ '스위스 Zug 암호화폐도시, 세금 12배로 증가, 푸에토리코,
캐나다, 홍콩, 싱가폴 암호화폐도시'로 발전 중

❍ 블록체인기술 도입과 농업 적용 - 이철우도지사후보 공약
농산물 이력 확인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환경오염의 감소 등
각종 문제를 해결 (뉴스마트팜)
4차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라는 시대적인 대세 속에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미래 新성장동력의 핵심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선점 필요한 핵심기술로 대통령 100대 공약 및
정부 핵심 국가 과제임
❍ 블록체인AI 테크센터: 블록체인 전문가(마스터) 인력양성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분야 뿐만 아니라 물류․유통 나아가 정부
공공․행정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함. 국내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기술
뿐 아니라 법․제도적 정비를 위한 아카데미를 마련하고 실행함.
❍ 신약 개발
Insilico Medicine, Inc.의 Alex ZHAVORONKOV박사와 협력하여
AI가 만든 최초의 늙지 않는 알약 <Ageless Cell>, 늙지 않는
스킨케어 등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예정. [한국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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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lico Korea (대표: 박영숙)]
❍ 암호화폐 개발
MIT Media Lab의 John Henry CLIPPINGER교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는 없었던 인공지능 (AI) 기술을 넣은 스위치토큰
(Swytch Token)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climate
change)에 대응하는 운동을 하고 있음.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는 Swytch Token의 창설멤버겸 한국대표임)
❍ 세계 최대 블록체인AI(blockchain AI) 기업과 협력하여 <신약>,
<로봇>, <암호화폐>, <블록체인> 제품의 상용화, 사업화를 추진함.
세계시장 판매망을 구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함.

2. 사업내용
❍ Crtypto Valley, Zug (스위스 Zug 암호화폐도시): 지역모델
-

면적
언어
농장
인구

:
:
:
:

240 km2
German
593 farms
ca. 30.000

- 세계최초로 비트코인 수용 (2016년)
- 전세계 ICO 자금의 14%, 550만 달러 조성, 2017년
- 가상화폐의 메카 이후 세금 및 예산 12배

❍ 블록체인AI 테크센터 (Kyeongbuk BlockchainAI Techcenter)
n 경북 Incubator / Accelerator
n 경북지역 청년사업거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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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Black&Veach 사가 데이터센터(Datacenter) 건립에 이미 약
2조원 투자의향을 확인.

① 회사명: ㈜블록체인AI 테크센터 Co, Ltd.

② 목 적: 블록체인AI 기술로 경상북도내 기업들의 생산성향상 및
효율화, 비용절감, 최대이윤을 가져올 블록체인AI 기업들과 경북
기업들을 연결시켜 지역 소득증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③ 구 조: 스위스 Zug의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파트너쉽을 통해
청년사업가, 스타트업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 1주~3개월간
기술전수 및 멘토링, 추적관리

④ 수행 임무: 한국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블록체인AI 비즈니스에
진출하고, 세계 블록체인AI 메카인 스위스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

➄ 부대 임무
- 블록체인AI 산학연관공동연구개발
- 해외석학 및 국내외 전문가 기술네트웍 구축을 통한 파괴적
혁신기술확보 및 블록체인Al 특허권 획득 지원
- 블록체인Al 및 연관 4차산업* 기업공동 산학연관공동
사업화연계연구개발 (R&DB) 과제 지원
* ICT융복합기술(센서 외), 로봇, 바이오신약, 국방Al 등

- 파괴적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슈퍼컴퓨터 등
장비구축·공동활용: 데이터센터 연계
- Al Maker센터 및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및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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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AI 테크센터 업무
블록체인AI 분야 세계적 석학들과 전문가 20~30여명 초빙 및
강의 등으로 고급 전문인력 양성

① 블록체인AI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AI 기술은 금융분야 뿐만 아니라 물류․유통 나아가
정부 공공․행정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함. 국내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기술 뿐 아니라 법․제도적 정비를
위한 아카데미를 마련하고 실행함.

② AI신약 개발
Insilico Medicine, Inc.의 Alex ZHAVORONKOV박사와 협력하여
AI가 만든 최초의 늙지 않는 알약 <Ageless Cell>, 늙지 않는
스킨케어 등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예정. [한국
파트너: Insilico Korea (대표: 박영숙)]

③ AI로봇 개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협회 회장인 Ben
GOERTZEL 박사와 협력하여 Hanson Robotics社의 로봇
도우미, 로봇 장난감인 <Robot Sophia>, <Professor Einstein
robot> 등을 상용화하는 프로젝트 추진. [OpenCog와
AGI협회의 한국 대표: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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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암호화폐 (Cryptocurrency) 개발
MIT Media Lab의 John Henry CLIPPINGER교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는 없었던 인공지능 (AI) 기술을 넣은
스위치토큰 (Swytch Token)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climate change)에 대응하는 운동을 하고 있음.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는 Swytch Token의 창설멤버겸 한국대표임)

➄ 고급전문인력(마스터) 육성
①~④의 상용화․사업화와 관련된 전문 인력 육성

⑥ 기업 및 지자체 자금 모집 협조
- 4차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부동산 개발 및
관광단지 등 개발행위 시 자금모집 협조
- 일정 기간 후 기 판매한 암호화폐 처분 및 지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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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블록체인AI 테크센터
전문기술 활용∙상용화∙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4차산업혁명 선도
경상북도 청년 일자리창출 거점화

추진전략

블록체인AI 신기술 활용한

블록체인AI

산업생태계 Hub 구축

신기술 초융합산업

l 블록체인AI 기술확보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 블록체인AI 전문기업의

기반인프라 구출

기술이전유치

l 기업기술지원 및 사업화,

¡ 신약∙로봇∙암호화폐∙블록체인AI

고급엔지니어(마스터)의 본격

제품의 상용화∙사업화

육성

¡ 블록체인AI 전문가과정
¡ 4차산업 초융합

l 블록체인AI 기술확보 및

체험교육센터를 통한 인력

사업화, 전문인력양성 및

양성 및 미래사회변화

사업안정화

메가트렌드 알려주기 (초중고,

경상북도

대학생, 공무원, 기업, 일반인)
㈜블록체인AI 테크센터

금오공대 / (사)경북산학융합본부

(사)유엔미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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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규모

❍ 위치 및 기간 : 경북혁신도시 인근, 서울 / 2019.1~2020.12 (2년)
❍ 사업주체 : 경상북도, 지자체, (사)유엔미래포럼, 경북산학융합본부,
금오공대 외
❍ 사업 자금조달: 국비, 도비, 외자유치 외

❍ 사업위치 : 부지 선정 작업 중
- 블록체인AI 테크센터 & 데이타센터: 경북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1326 – 4,5,6,7, 4필지 약 1만평
- 전문강사 선교육 숙박시설: 경북 김천 아포읍 아포대로 659-15,
세계기후변화상황실(GCCSR) 연구숙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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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요예산
❍ 총사업비 (중기재정 소요전망 2019.1 ~ 2020.12 (2년) )
구분(재원별)

2019년

2020년

총사업비계

국비(출연)

40억 원

50억 원

90억 원

* 세부사업내용 및 예산 붙임1, 붙임2.
<붙임> ㈜블록체인AI 테크센터
Ÿ

사업 담당 기관 현황

Ÿ

사업 목표

Ÿ

소요 예산

Ÿ

블록체인AI 전문인력(마스터) 양성과정

Ÿ

로봇 개발/ Ben GOERTZEL
SingularityCoin

Ÿ

신약 개발/ Alex ZHAVORONKOV

Ÿ

암호화폐 (cryptocurrency) 개발/ John Henry Clippinger

Ÿ

4차산업 초융합 체험교육센터

Ÿ

Eyal Oster / Brad Hardin

Ÿ

Tony SEBA / Solar Makers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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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도 (블록체인AI 테크센터 Co, Ltd.)

대표: 이알 오스터, 박영숙

블록체인AI 사업본부

- 블록체인AI 전문가
양성과정
- 태양광발전소팀
- 데이타센터 팀

블록체인AI 테크센터
R&D본부
(비영리법인화)

- 정부지원사업팀
(국비/도비 등)
- 블록체인AI 신기술

글로벌 기술위원회

- Swytch 팀
- Momentum 팀
- AI로보틱스
(벤 고르첼)

연구/개발팀
- 지역대학, 연구기관

- AI 신약개발
(알렉스 자보론코프)

공유협업
- 솔라 메이커스 칼리지

- 국제행사팀

- 개발사업 자금모집
Process

6.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1) 블록체인AI 기반기술 전문가 양성과정
- 해외전문가 경북 김천 상주: 20~30명
- 과정 생: 50~100명 /1회 기수별
2) 전문과정 이수자 활동영역 (일자리)
- ㈜블록체인AI 테크센터: 50명
- 도내 도시 전문가 양성과정 전문강사: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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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center(데이타센터): 50명
- 태양광발전소 및 스마트팜: 30명
3) 총 약 200명
❍ 선진국에 선점된 블록체인AI 기반기술에 대한 신속한

경쟁력확보를 통해 경제혁명 선도
❍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연계 연구개발 (R&BD)를 통한 사업화와

기술선점을 위한 기술, 전문가 등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생태계
구축
❍ 인공지능, 신약, 로봇, 암호화폐 등 관련 분야에 세계적 석학,

전문가들과 연계를 통해 신속한 기술 Catch-Up과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인재 신속한 확보
❍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규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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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AI 메카 경상북도 !

[블록체인 AI 테크센터 김천]
BlockchainAI TechCenter
* BlockchainAI TechCenter is located in Apo, Gimcheon, 3-5 minutes
away from the KTX Gimcheon-Kumi Station, 1.2 hours away from Seoul.
It is on 4 acres of land, and has 300KW solar panels to provide
renewable energy to the TechCenter. It has 10 rooms to accommodate
20 people at the same time, and lecture halls and rooms on 300
Pyung, 2-storey building have bathroom, kitchens in each room.
Some 20 different blockchain companies will
bringing their blockchain developers to work
develop tokens, etc. They will teach students,
Korea to learn latest technology development

come to use this facility
on their projects here, to
and blockchain people in
in the field.

The TevchCernter buildings are well equipped for computers and other
related devices, to accommodate the world leading global blockchain
developers to Gimcheon. 300 Pyung building has 2 floors, ground floor
has the lecture rooms, and play or game rooms, and som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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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s.
2ndfloorhasroomsforsome20peopletostay,oneroomsystemwherebathroom,ki

tchenandbedsareequipped.

Gimcheon TechCenter has already 12 organizations and blockchain AI
companies to settle. They will send their blockchain developers to work
on projects away from the cities, for 2-3 months, and will teach loc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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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Center has lecture rooms, play rooms, as well as rooms to sleep
Students and Blockchain Developers from Israel and Swiss would love
to have some blueberries and green as well as solar panels in
Gimcheon Tech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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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Bridge Momentum Protocal team visits Rep Song Un-suk’s office
in Gimcheon on 13 July 2018 for their investment plans
Blockchain AI TechCenter in Seoul, Sungbuk-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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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기사

❍ [스위치토큰] 스위치고문단이 4명의 국회의원, 청와대, 통일부의
- 18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그외 10여개의 기업등을 방문, 한국에 약
10조원정도의 데이터센터, 태양광시설건설을 희망하였다. 이들은
특히 세계최고의 기술로 태양광시설및 데이터센터를 짓고
스마트시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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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의원실을 방문 약 4개의 데이터센터를 짓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는 스위치팀
;블록체인AI 뉴스)

(김천의 송언석의원실에서 데이터센터 짓고싶다고 말하는 브래드하딘
;블록체인AI 뉴스)

- 20 -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블록체인AI(신약, 로봇, 암호화폐 등)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천기술 R&BD,
건의
관련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육성과 인공지능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경상북도를 “블록체인AI 메카”!, “청년사업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국비 500억 원을 2019년부터 3년간 지원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경북산학융합본부
금오공과대학교
(사)유엔미래포럼

담당

지역산업과장
창조경제과학과장

대표

박영숙

02-313-6300

[붙임1]

1. 사업내용
1

-1. 블록체인Al 전문가 양성교육장 및 Maker센터 구축
❍ 현 시설 확장
구분

구성 내용

연면적

1F (1,100㎡)
경북 김천시 - 블록체인Al Maker 센터
아포읍
- 4차산업 초융합
아포대로
체험교육센터
659-15
2F (550㎡)
- 블록체인Al R&DB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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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총 사 업 비(억원)
계

20

설계비 공사비

1

19

※ 현 건물 메인 사무실로 활용 및 주변 유휴공간 확보 매입
(

)

후 블록체인AI

테크센터 부대시설 신축

1-2. 사업목표
❍ 연차별 목표
블록체인AI 연구 및 전문인력양성 거점

최종목표

- 블록체인Al 기술확보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반인프라
1차년
도

구축
- 해외 전문가 초빙, 숙식 및 강의 시작, 전문인력 양성 시작
- 블록체인AI 테크센터(센터) 부대시설 설계, 공사 시작
- 일자리 창출 시작
- 센터 완공
- 일자리 창출 완료: 약 200명 이상

연차

2차년

목표

도

- 집중 투자로 실질적 사업 모델 완료 (태양광, 데이터센터,
솔라메이커스칼리지, 뉴스마트팜, 4차산업 초융합
체험교육센터, AI신약개발, AI로봇개발 상용화 등)
- 기업기술지원 및 사업화, 고급엔지니어의 본격 육성
- 블록체인AI 글로벌 행사 진행 (Blockchain AI Korea Summit
등)
- AI신약/로봇 상용화, 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블록체인Al 기술확보 및 사업화, 전문인력양성 성공사례확산
및 사업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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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협업기관

ㅇ 블록체인Al 산학융합R&D
: 대학-기업-석박사급학생 공동연구개발
블록체인Al
산학융합
R&D

: AI신약, AI로봇, 국방Al, 드론융합,
뉴스마트팜, 모바일융합기술 외
: 4차산업혁명 핵심분야 신소재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ㅇ 블록체인A l특허 및 기술이전 지원
: 4차산업 관련 신기술, 원천기술 외
ㅇ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술지원

블록체

블록체인Al

: 시제품제작, 특허, 인증

경북산학융합본부

사업화 및

: 마케팅, 브랜드확보, 사업화 지원 외

구미대

기술이전

: 기술지도, 4차산업 Item 발굴 및 사업화

영진전문대

인Al

전략

테크

ㅇ 산업기술, 특허, 전문가 Pool 구축운영

센터

ㅇ 산학연관 세미나, 포럼 개최
ㅇ 4차산업혁명 국내외석학 DB 구축 제공
ㅇ 4차산업혁명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ㅇ 4차산업혁명 Maker센터 구축 운영
생테계 구축

: 사업화 아이템 시제품제작, 창업활동 지원
ㅇ 4차산업혁명 초융합 미래인재 양성
: 체험교육센터 구축운영
: 청소년(초중고) 4차산업혁명 연계 진로체험
: 블록체인Al, 드론융합, VR/AR/MR,
3D프린팅, 로봇, 뉴스마트팜(미세조류),
솔라산업전반, IoT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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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산학융합본부
경북교육청
DGIST

구

분

내

용

협업기관

ㅇ 블록체인AI 학과 신설 추진
석박사급
전문인력
육성
(프로젝트랩)

ㅇ 대학별 특화 Al 학과 연계
전문가(마스터)육성
ㅇ 프로젝트랩 프로그램 운영
: 교수-석박사급(학부3,4학년)-기업 공동

DGIST
금오공대,경운대
영진전문대,구미대

현장맞춤형 전문인력양성 프로젝트 운영
ㅇ 미취업자, 일반인대상 4차산업혁명

블록체

기초교육

인Al

: 블록체인 기반기술, AI, IoT,

전문

소프트웨어코딩, 로봇, 드론, 스마트팜 등

인력
양성

경북공무원교육원

블록체인Al

: 취업연계 4차산업 자격획득 전문가과정

경북농업기술원

실무인력
양성

ㅇ 핵심 직무역량 교육: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과정 신설

농업기술센터

: 제조 4.0 뉴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현장직무교육 (현장학습장 필수화)
: 경상북도 전체 공무원 대상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도 산하기관 우선)

<부록3> 블록체인AI 테크센터 Co, Ltd.와 함께 하는
블록체인AI 관련 조직, 기구, 단체 및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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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산학융합본부

* 연락/문의처: 박영숙 대표 /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 / 02-313-6300
박세훈 이사 / 실무책임 / 02-313-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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