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교육과정 

과정개요1. 

가 교육개요   . 

블록체인은 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반기술로서 분야에 관심 있는 청ㅇ 

년들이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 및 자신만의 창

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기업 연계 프로젝트

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 기술 개발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협력기관을 포함한 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젝트 중심 과정 구성

이상 프로젝트 실습을 통한 역량 개발

프로젝트 실무 교육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웹페

이지 구축 및 개발 기업연계

금융 공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활용되는 플랫폼 사례를 중점적

으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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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커리큘럼 총괄표 

실무 프로젝트 시간
프로젝트 Semi 1 이더리움 개발 프로젝트DApp 

696

프로젝트 Semi 2 컨트랙트활용 간단한 웹페이지구축EOS
프로젝트 Final 모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웹페이지 구축 

기업연계프로젝트

다날 프로젝트
블록체인 기반 페이먼트 비즈니스 개발-

텐스페이스 프로젝트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AI

헥슬란트 프로젝트
유통업 비즈니스 블록체인 시스템 개발-

토큰이코노미를 활용한 구축 프로젝트CRM 
기부금 플랫폼 토큰 개발 프로젝트

플랫폼 토큰 개발 프로젝트HRD 
공급망블록체인을 통한 생산효율성 제고 프로젝트

구분 교과목 시간

블록체인 엔지니어 기본교육

차 산업혁명의 변화4
산업지도를 바꾸는 블록체인
블록체인 엔지니어 개의 눈5
발명가 디자이너 사업가 투자자 관리자( , , , , )

264

블록체인 베이직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블록체인구현
블록체인과 네트워크이론
수학적 이해
블록체인 정수론 그리고 암호학
블록체인과 가상머신
나만의 블록체인
나만의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 스마트컨트랙트 , 
마스터

블록체인 플랫폼 비교
개발 시 툴DApp

네트워크구축Geth
네트워크구축하기Geth

기초문법Solidity 
고급문법Solidity 
라이브러리 활용과 시큐리티Solidity 

이더리움 시큐리티와 소스분석
토큰 제작ERC20 

Crowdsale

컨트랙트 마스터EOS 

이해EOS 
노드 설치 및 실행EOS 

지갑생성 및 전송 실습EOS
토큰 발행EOS 

를 활용한 교육EOS Contract C++ 
를 활용한 코딩EOS Contract

컨트랙트 이해EOS 
컨트랙트 심화EOS 
컨트랙트 활용EOS 

Hyperledger Fabric
이해Hyperledger Fabric 
실전Hyperledger Fabric 
심화Hyperledger Fabric 

멘토링 및 특별세션 -
- 차 산업혁명 융합기술 블록체인 비즈니스 활용 등4 , SW , 
- 신입사원 소양
- 취업 특화 멘토링



- 3 -

교육 세부 내용ㅇ 

블록체인 엔지니어 기본교육   1) 

구분 과목명

과목명 블록체인 엔지니어 기본 교육 

학습목표 블록체인 엔지니어로서 부족한 경영적 마인드와 비즈니스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향상시켜 균형잡힌 인재로 육성 

선수과목 이노에듀  경영일반 온라인 학습FN

단원별 세부내용

NO 단원명 세부내용 교육방법

1 블록체인의 이해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 기술의 시작과 장점•

블록체인의 발전방향 산업지도의 재편: •

국가동향 및 블록체인의 미래•

블록체인 키 플레이어와 한계 그리고 미래, •

강의 토의/

2

블록체인 엔지니어가 

가져야 할 개의 눈 5

(1)

발명가의 눈  •

창조적 파괴•

파괴적 사고 단계 프로세스5•
단계 파괴 대상 규정하기   - 1 : 
단계 통념 찾기   - 2 : 
단계 통념 부정하기   - 3 : 
단계 파괴적 솔루션 찾기   - 4 : 
단계 이미지로 각인시키기   - 5 : 

디자이너의 눈•

디자이너의 문제해결 프로세스의 습득  •

경험 본질 에 집중(UX)_ +• α 
디자이너는 사용자의 경험 을 본다   : (UX)

관찰 에스노그래피_•
디자이너는 사용자에게 묻지 않는다   : 

체험 바디스토밍_•
디자이너는 직접 겪어 본다   : 

사전검증 프로토타이핑_•
디자이너는 일단 만들어 보고 생각한다   : 

경험 본질 를 평가(UX)_ +• α 
디자이너는 사용자 경험 을 평가한다  : (UX)

강의 토의/

3

블록체인 엔지니어가 

가져야 할 개의 눈5

(2)

사업가의 눈• 

비즈니스 전체를 보는 시각•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포인트• 

강의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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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눈• 

블록체인의 추구가치• 

블록체인이 제공해야 할 가치• 

관리자의 눈•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중요성•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키포인트• 

평가방법 이론평가  100%

기대효과 블록체인 시스템 엔지니어로서의 가져야 할 다양한 관점의 확보 
블록체인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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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베이직 교육2) 

구분 과목명
과목명 블록체인 베이직 교육 

학습목표 블록체인 엔지니어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과 습득 
선수과목 블록체인 엔지니어 기본 교육 

단원별 세부내용

NO 단원명 세부내용 교육방법

1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블록체인 Fat protocol•
블록체인 구조•
Bitcoin / Ethereum•
블록체인 한계와 솔루션•

강의 토의/

2 블록체인의 구현

블록체인 접근법•
탑다운 어프로치 보틈업어프로치/ •
최소 기능블록체인 실습•
블록생성 블록검증 합의, ,•

강의 실습/

3
블록체인과 네트워크

기초

계층 구조TCP/IP 5•
구동가능 블록체인 실습•

인터페이스 웹소켓 브로드캐스트HTTP / /•
강의 실습/

4 수학
정수 대수구조 소수 이산로그/ / /•
자가 제한 블록체인•
해시 채굴 난이도 조절/ /•

강의 실습/

5
블록체인과 정수론 

그리고 암호학

대칭키와 비대칭키•
타원곡선 암호•
디지털 서명•
영지식 서명•
서비스 기능 블록체인 실습•
주소 월렛/•

강의 실습/

6 블록체인과 가상머신
컴퓨터 시스템 구조•
가상머신 구현하기•
이더리움 가상머신•

강의 실습/

7 나만의 블록체인

랩업•
서비스 기능 블록체인 위에 레이어 올리기•
트랜잭션•
가상머신•

강의 실습/

평가방법 이론평가  100%

기대효과 블록체인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실습 및 이론 학습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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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실무교육 이더리움 스마트컨트랙트 마스터 3) _

구분 과목명

과목명 블록체인 실무교육 이더리움 스마트컨트랙트 마스터 _

학습목표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술력 습득  

선수과목 블록체인 베이직

단원별 세부내용

구분 단원명 세부내용 교육방법

1
개발시 필요한 DApp

툴 파헤치기

블록체인 플랫폼 비교- 
비교 · Ethereum, EOS, Hyperledger Fabric

지갑 프로그램 익히기- (metamask, 
  myetherwallet 을 통해 Etherscan blocks, 

확인하기  transaction 

강의 토의/

2
를 활용한 네트Geth

워크 구축하기

Geth
네트워크 구성Geth

관리Account
관리Transaction 

관리Blocks 

강의 실습/

3 기초문접법Solidity 

이더리움에서 계정구조 스마트 컨트랙트란/ ?
변수 자료형, (bool, uint8 16 24 256, 
address, mapping, string
함수 함수 변경자 가시성 반환형태, / , / 
예외처리(assert, revert, require)

강의 실습/

4 고급문법Solidity 
폴백함수 이벤트/
특수한 형태의 자료형 조건문 반복문 상속/ , 
베포된컨트랙트 사용

강의 실습/

5 만들어보기Token

전역객체
과 차이 과  Token crowdsale / Token

원리crowdsale 
이란 인터페이스ERC20 ?/ERC20 

토큰 생성 토큰 전송 소각 추가발행 블랙리  / , , /
스트 등록 및 에어드랍

강의 실습/

6 Crowdsale

토큰 인터페이스 추가
이더전송시 토큰구매
세일즈 마감
이더 토큰 조회 이더 토큰 환급, / ,

강의 실습/

평가방법 이론평가  100%

기대효과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플랫폼 기술력을 알아보고 플랫폼 을 만들어 DApp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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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실무교육 컨트랙트 마스터 4) _EOS 

구분 과목명

과목명 컨트랙트 마스터EOS 

학습목표 시스템 기술력 습득EOS 

선수과목 블록체인 실무교육 이더리움 스마트컨트랙트 마스터_

단원별 세부내용

구분 단원명 세부내용 교육방법

1
소개 및 EOS EOS 

노드 실행

소개- EOS 
구조- EOS 

합의 알고리즘- (DPOS, PoS,PoS, PoW) 
소개 및 비교  
다른 코인대비 이더리움 비트코인 등 장점 - ( , ) 
및 단점  

노드 설치 및 실행· EOS
데몬 설정 파· EOS (NODEOS, CLEOS, KEOSD) 

일 이해 
각 데몬 실행 테스트· 

강의 토의/

2
지갑 생성 및 EOS 

전송 실습

의 이해- Wallets, Accounts
실습- 

생성  · Wallet 
생성  · Account 

에서 제공하는 을 통한  · EOS Eosio.token
토큰 발행  

테스트 · EOS Transfer 

강의 실습/

3
를 EOS Contract

활용한 교육C++ 

를 위한 개발환경 셋팅- Smart Contract
을 활용한 출력- Skteleton helloWorld 

컨트랙트의 컴파일 과정  · 
컨트랙트 배포  · 

이론 교육 · C++ 
란무엇인가 · Class

실습 를 활용한 코딩- (C++ Smart Contract )

강의 실습/

4
EOS

컨트랙트 이해

이론 교육- C++ 
의 상속을 이용한 함수 오버라이팅· Class

다중상속· 
컨트랙트 이해- EOS 

이더리움과이오스 스마트 컨트랙트의 차이· 
실습 를 활용한 코딩- (C++ Smart Contract )

강의 실습/

5
EOS

컨트랙트 심화

컨트랙트 심화- EOS 
과 의차이· Action Transaction

및 · Action Handlers Action “Apply” 
이해  Context 

강의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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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렛져 패브릭5) 

활용· Table 
실습 베스킨라빈스 게임 만들기- ( )

6 컨트랙트 활용EOS 

응용- 
이론 및 실습  · Scatter 

이오스 투표시스템과 담합  ·
란·   eosjs ?

실습  - 
베스킨라빈스 게임 를 활용하여 간단  · eosjs
한 웹페이지 구축  

강의 실습/

평가방법 이론평가  100%

기대효과 컨트랙트 활용법을 알아 블록체인 접근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룰 수 있다EOS .

구분 과목명

과목명 하이퍼렛져 패브릭 

학습목표  하이퍼렛져 패브릭을 이해하여 퍼블릭 블록체인과 다른 블록체인 특징 습득

선수과목 블록체인 실무교육 하이퍼렛져_ 

단원별 세부내용

구분 단원명 세부내용 교육방법

1 하이퍼렛져 이해 하이퍼렛져 패브릭 이해 - 
노드환경 구성 - 강의 토의/

2 하이퍼렛져 실전 패브릭 기반 개발 프로젝트 분석 - 
패브릭 기반 개발 프로젝트 실습 - 강의 실습/

3 하이퍼렛져 심화 체인코드개발 및 배포 - 
간단한 예제 만들기  - 강의 실습/

평가방법 이론평가 100%

기대효과 하이퍼랫져 패브릭 기반의 개발 프로젝트 구성과 체인코드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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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실무 프로젝트 실습6) ( )

No. 과목명 주요 내용 교육방법 비고

1
프로젝트 A
이더리움: DApp
개발프로젝트

•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만들어 보기DApp

• 이더리움소개 및 아키텍처 설명 
이더리움노드 구축 및 생성  - Account 

• 이더리움개발툴과 개발 Dapp

• 이더리움테스트넷에 배포하기 Dapp

실습
멘토링

팀별활동

2

프로젝트 B
컨트랙트활 : EOS

용 간단한 웹페이
지구축

• 네트워크에 만들어 보기EOS DApp

소개 및 아키텍처 설명 - EOS 
노드 구축 및 생성  - EOS Account 

토큰차이 - ERC20 vs EOS 

개발툴과 개발 - EOS Dapp

테스트넷에 배포하기 - EOS Dapp

실습
멘토링

팀별활동

3

최종 프로젝트
모의 블록체인 : 

비즈니스 웹페이
지 구축 

•모의 프로젝트 생성  

•비즈니스 모델 구축

•비즈니스 시스템 개발

•비즈니스 웹 페이지 구축

•발표회

 -참여기업 채용담당자 및 관계자 초청

 -개발물 시연 및 발표

실습
멘토링

팀별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