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북·대구권 거점

ICT COG Academy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비즈니스 창출 역량 배양을 통한 BC 혁신인재 양성

블록체인
교육생 모집

교육신청 바로가기

수강료
전액 무료

테크니컬트랙

비즈니스트랙

블록체인 개발기술을 위한 기본과정.
개발환경 설정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하이퍼레저 기반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본 실습으로 마무리 합니다.
교과목

시수

주요내용

교육내용

블록체인의 이해
(8)

블록체인 개발 환경 및 기술 이해부터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더리움 기반 퍼블릭 블록체인 기본 실습으로 마무리 합니다.
교과목

시수

블록체인의 개념 이해 (특징과 구조)

블록체인의 의미와 활용

블록체인 기본 기술 및 적용 사례

블록체인과 경제
블록체인과 산업환경
(20시간)

리눅스의 이해, 리눅스 설치 및 환경 설정(CentOS, Ubuntu)

블록체인 개발환경
구성 실습 1 (12)
디렉토리, 명령어, vi편집기, 파일시스템 mount/unmount
-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리눅스 기초 네트워크 및 분산환경의 이해

암호화와 PKI 이해
블록체인 구조와 이론
(20시간)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이해
퍼블릭 블록페인의 이해

RDBMS와 NoSQL

국내 블록체인 서비스 사례 분석

MySQL 개요 및 실행 환경구성

해외 블록체인 서비스 사례 분석

Node.js의 이해, Node.js 개발도구 설치하기
기본 모듈과 Node.js 기초
npm 활용하기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20시간)

비즈니스트랙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IoT블록체인, 에너지 블록체인)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DID, 블록체인 저널리즘)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공유경제, SCM, 스마트팩토리)

120H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리눅스 기초
블록체인 개발
환경 및 기술 이해
(20시간)

블록체인 구현을 위한 Docker 이해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GO Lang에 대한 이해
Node.js 블록체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Node.js 확장모듈

데이터 모델링 기법들에 대한 이해

DB, 웹어플리케이션 서버 모듈

기술적 관점에서의 블록체인 이해

예제 프로젝트 실습

이더리움 기본 실습(erherscan, myetherwaller)

하이퍼레저 패브릭 개요(프로젝트, 특징, 구성요소)

이더리움 기본 실습(metamask, ethstats)

하이퍼레저 패브릭 아키텍처 이해

나만의 토큰 만들기 시연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동작 방식 이해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본 실습
(하이퍼레저 기반)
(32)

합의알고리즘 이해와 활용

Docker 기반 오케스트레이션 구성

Mongo Replica 구성

블록체인 개발기술
실습 2 (24)
- Node.js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

ICO의 이해

P2P 네트워크의 이해

블록체인 개발기술
SQL (DML, DDL, DCL)
실습 1 (24)
-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MongoDB 개요 및 실행 환경구성
Database 기초 120H

네트워크 구축 1 (1.x 버전 기준)

교육비 : 무료(전액 정부 지원)

블록체인, 문화 그리고 환경

Dockerfile을 이용한 환경 구성, 이미지 배포 및 공개하기
블록체인 개발환경
구성 실습 2 (20)
비공개 Docker 인프라 구성, 컨테이너에 서비스 구성
- 블록체인 구현을 위한
Docker 활용 컨테이너와 데이터 공유,

MongoDB 데이터 CRUD 실습

[우대사항]
- 블록체인 관련 취창업을 준비하는 자
- 블록체인 관련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 중소기업 대표 추천서 첨부 시 가산점
10점 부여

블록체인, 윤리 그리고 사회

가상머신의 개념과 분류, Docker 아키텍처 및 설치

테크니컬트랙

주요내용

교육내용

교육대상
블록체인에 관심있는 강원, 경북, 대구 지역
누구나 신청가능(만 14세 이상)
(거주자, 소재 기업 재직자, 출신학교 졸업
자 및 재학생)

퍼블릭 블록체인
기본 실습
(이더리움 기반)
(40시간)

[블록체인 기본 과정]
접수기간
2021.04.21(수)~2021.05.16(일) 18:00
교육기간
2021.05.10(월)~2021.06.21(월)
* 해당기간 중 월~금에 강의 진행
강의시간(4H/1일)
2021.05.10(월)~2021.06.21(월)
주중(월~금): 09:00~13:00
교육정원 : 과정별 30명

나만의 토큰 만들기 실습
나만의 스마트 월렛 만들기 시연

네트워크 구축 2 (2.x 최신 버전 기준)

나만의 스마트 월렛 만들기 실습

실행 파일- 명령어 이해 (peer, peer chaincode 등)

나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만들기 시연

트랙잭션 처리 - 체인코드

나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만들기 실습

트랙잭션 처리 - 어플리케이션

기본과정(비즈니스 트랙) 랩업

※ 커리큘럼은 교육 진행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교육장소
포항테크노파크(온라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온라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온라인)
경북대학교(온라인)
관련문의
포항테크노파크		054-223-2228
강릉과학산업진흥원		033-650-3387
강원정보문화진흥원		033-245-6326
경북대학교		053-715-5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