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이벤트 리스트 (update: 2018.04.23(월))

정리: 디센터(www.decenter.kr)

행사 행사명 행사일 행사 시간 장소 주최 참가비 참가 신청

밋업 Zeepin Korea Meetup 2018.04.23(월) 19:00~21:00
강남구 봉은사로 120 Meridian Hotel,

Cezanne Room 3,4 (2F)
Zeepin 5천원 https://goo.gl/2k2vrU

밋업 이달의 블록체인, 4월 2018.04.23(월) 19:00~22:00 파고다어학원 강남 11층 ADKrypto 무료 https://goo.gl/gfD3SC

포럼
[FINTECH 2018] 암호화폐 시퀀스: 그

진실의 이면
2018.4.24(화) 14:00~22:00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19 페럼

타워 3층
대한금융신문 12만~40만원 https://goo.gl/qDcbht

세미나

update

개발자를 위한 오픈체인K와 O2O 위더

스 ICO 설명, Q&A, 토론
2018.04.24(화) 19:00~21:00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우림라이

온스벨리 C동 306호 위더스(Widus)
오픈체인K, 위더스 무료 https://goo.gl/th77yT

세미나
미래(꿈)과 블록체인_와이톡(Y-Talk),

암호화폐 스페셜(3)
2018.04.24(화) 19:00~21:30 아이앰퍼샌드 스페이스 - 무료~1만원 https://goo.gl/1r1MKJ

교육
[블록체인아카데미] 암호화폐지갑

100% 활용하기 - One day class
2018.04.25(수) 14:00~17:00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7층

블록체인센터 컨퍼런스룸
블록체인아카데미 5만원 https://goo.gl/gTYX9k

세미나

update

미디어 x 블록체인 (Media x

Blockchain)
2018.04.25(수) 19:00~21: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

FKI타워 3층 데이지
토큰포스트 5만~7만원 https://goo.gl/8dSY7F

세미나
[블록체인을 말하다] 세바시 블록체인

특강
2018.4.25(수) 19:00~21:00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201 KT정보전산

센터 1층

세상을바꾸는시간

15분
3만원 https://goo.gl/ce7agQ

세미나

update

실리콘밸리CEO가 들려주는 스타트업

이 알아야 할 블록체인
2018.04.26(목) 14:30~16: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331번

길 8 정자역 3,4번 출구 킨스타워 19

층 정글온

- 무료 https://goo.gl/rR86yT

밋업
제 2 회 암호화폐 & 블록체인 암블 밋

업: AMBLE MEETUP
2018.04.26(목) 19:00~22: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8 대치빌딩

대치빌딩 5F 펜타곤홀
암블 무료~5만원 https://goo.gl/PvBAjX

https://goo.gl/8dSY7F
https://goo.gl/rR86yT


밋업

update

ZILLA meetup In Seoul With Abasa,

CEO of ZILLA
2018.04.26(목) 19:00~21:00

서울 강남구 역삼로9길 27 로뎀빌딩

B1 아이앰퍼샌드
ZILLA Seoul Team - https://goo.gl/qw3dvY

밋업

update

[KORYPTO] Tradingene x Paytomat

Meetup (Crypto/가상화폐)
2018.04.26(목) 19:00~22:0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1-11 서울빌딩

지하1층 Lazy Ant Café

코립토 KORYPTO

(Crypto Meetup-

Chain)

무료 https://goo.gl/qMUurF

세미나
[디센터유니버시티] ICO와 암호화폐

비즈니스의 법적 쟁점 – 실무편
2018.04.26(목) 19:30~21:30

강남구 역삼1동 역삼로 180 마루180

이벤트홀
디센터유니버시티 1만원

https://goo.gl/WL7j

b1

컨퍼런스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 창립총회 및 기

념 Conference
2018.04.27(금) 13:00~18:00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대회의실

오픈블록체인산업

협회
무료

https://goo.gl/Ct4Z

8z

세미나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암호

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

응방안)

2018.04.27(금) 14:00~17:00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

법무법인 민후

톰슨로이터 코리아

로앤비

- https://goo.gl/dUCnKr

세미나

update

제 9회 블록체인 심포지엄 : TOKEN

ECONOMY
2018.04.27(금) 14:00~18: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그랜드 인

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볼

룸

SYNCO 2만~5만원 https://goo.gl/yJdr2X

세미나
블록체인을 위한 암호/보안 기술 &

플랫폼 서비스 개발 방법
2018.04.27(금) 15:00~18:00 부산대학교 제6공학관 203호

부산대학교

사물인터넷

연구센터

무료 https://goo.gl/odgjwR

밋업
[Blockchain+AI] Neo Dapp

'DeepBrainChain' 1st Meetup
2018.04.27(금) 19:00~21:00

서초구 강남대로 311 한화생명보험빌

딩 드림플러스

Etherlab(이더리움

연구소)
- https://goo.gl/QKFmAU

밋업

update

[블록체인]아스트로넷 1st MEETUP in

Seoul
2018.04.27(금) 19:00~21:3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61 K홀 2층

한류체험관
2층 아스트로넷

세미나
[6회차] 4차산업과 블록체인의 위대한

비밀 컨퍼런스
2018.04.28(토) 10:00~18:00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 유기타워

15층

(사)한국핀테크연

합회
5만~22만원 https://goo.gl/NgFy3F

밋업

update
OPEN HOUSE 2018.04.28(토) 13:00~17:0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3-7 비트코

인센터코리아 3층

Bitcoin Center

Korea
무료 https://goo.gl/g53aRU

밋업

update
Robin8 Roadshow 2018.04.28(토) 13:30~18:0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9 M타워

8층 스파크플러스 삼성점
Robin8 무료 https://goo.gl/HifH5B

https://goo.gl/WL7jb1
https://goo.gl/WL7jb1
https://goo.gl/Ct4Z8z
https://goo.gl/Ct4Z8z


밋업
DEXpo digital asset exchange expo -

FID, Connectjob, and others
2018.4.28(토) 16:00~20:00 미정 Crypto of Korea https://goo.gl/kqr1Sn

밋업 Aricle Seminar 2 2018.04.29(일) 15:00~17:30 - Crypto of Korea - https://goo.gl/Ko4NAi

밋업

update

7th 코인네스트 캠업 CAMUP (블록체

인/가상화폐/비트코인 컨퍼런스)
2018.04.30(월) 15:00~18:0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 한화생명

보험빌딩 드림플러스 지하 1층
코인네스트캠업 3만~4만원 https://goo.gl/13MNLd

세미나
건전한 ICO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미

나
2018.05.02(수) 13:30~17:00 서울 강남드림플러스 지하 강의장

법무법인 딜라이트

디센터

한국블록체인학회

-

세미나

update
Blockchain사업과 ICO의 현재와 미래 2018.05.02(수) 19:00~21:0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 한화드림

플러스 강남 지하1층 이벤트홀
㈜리얼미디어웍스 무료 https://goo.gl/u9288v

밋업

update
GOPAX Meetup : STEEMIT 2018.05.03(목) 18:00~22:00

강남구 논현로 508 GS TOWER 1층

아모리스 홀
GOPAX, STEEMIT 무료 https://goo.gl/f8Avd7

이벤트 리스트 업데이트 관련 문의: 김흥록 기자(rok@decente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