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이벤트 리스트 (update: 2018.06.08(금))
정리: 디센터(www.decenter.kr)
행사
밋업
밋업

행사명

행사일

행사 시간

장소

[Ground X] Blockchain for Social Impact

2018.06.08(금)

18:00~21:00

디캠프 6층 다목적홀

Block72 가 소개하는 Blockchain X Industry
#1

2018.06.08(금)

19:30~21:30

드림플러스 강남

주최

참가비

참가 신청

그라운드X

무료

https://goo.gl/spEVYC

무료

https://goo.gl/hmLv4f

Block72 Crypto
Meetups

밋업

[블록체인 오픈마켓] Zooblin 2번째 밋업

2018.06.09(토)

14:00~15:00

오클라우드 호텔

ZOOBLIN

무료

https://goo.gl/Vvxq9P

밋업

[블록체인] LINFINITY 밋업

2018.06.09(토)

14:00~18:00

강남 잼투고

ICOLAB

무료

https://goo.gl/Y7stw1

밋업

SUMMER OPEN HOUSE

2018.06.09(토)

15:00~17:00

Bitcoin Center Korea

무료

https://goo.gl/UrzBRo

밋업

Blockchain+IoT meet up in Seoul!

2018.06.10(일)

15:00~17:00

홍대입구

Ruff Chain

무료

https://goo.gl/kzxsXp

교육

블록체인 비즈니스 입문과정

2018.06.11(월)

19:30~21:30

마루180 이벤트홀

디센터유니버시티

150만원

https://goo.gl/x13eHe

교육

블록체인 ICO 기획과 브랜딩 방법론

2018.06.11(월)

19:00~21:30

B&C 스페이스

코치텐

1만원

https://goo.gl/qaTQaQ

무료

https://goo.gl/MFMYiS

밋업
교육

[Blockchains - Blockchains in Korea]Wonbiin's
Blockchain Concert
(특강2) 암호화폐 ? 블록체인 ?! 당신의 관심을
'참여증명'하라._IBCT with 와이톡

Bitcoin Center
Korea

[Blockchains in
2018.06.12(화)

19:00~21:00

Google Campus Seoul

Korea]Wonbiin's
Blockchain Concert

2018.06.12(화)

19:00~21:30

B&C 교육장

코치텐

무료

https://goo.gl/3yCdgh

교육

스팀 블록체인, 암호화폐 PoB 채굴_1-2차

2018.06.13(수)

19:00~21:30

B&C 스페이스

코치텐

1만원

https://goo.gl/xp31rk

컨퍼런스

2018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

2018.06.14(목)

09:30~18:00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글로벌코인평가

20만원

https://goo.gl/chLiRX

세미나

블록체인을 홍보(콘텐츠)하는 사람들의 모임

2018.06.14(목)

19:00~21:00

중구 삼일대로 343

teamw.e

2만원

https://goo.gl/DWTfCs

2018.06.14(목)

19:00~21:00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

무료

https://goo.gl/nqZmBL

2018.06.14(목)

19:00~21:30

강남 잼투고

무료

https://goo.gl/cGCqNZ

밋업
밋업

블록체인 암호화폐 & CYCLEAN 플랫폼 국내
첫 밋업
글로벌 프라이빗/프리 ICO 라운드 프로젝트 서울 1차 밋업

CYCLEAN,
NEWEMOTION
[Crypto Syndicate]
Crypto Investor &
Trader Community

교육

기업의 블록체인 도입 전략

2018.06.15(금)

09:00~18:00

토즈 강남2호점

SUPERTRACK

27만5천원

https://goo.gl/ieLVmz

밋업

NEM X Edenchain 서울 밋업!

2018.06.15(금)

19:00~21:30

마이크임팩트 스튜디오

서울 넴 밋업

무료

https://goo.gl/eNpwjC

무료

https://goo.gl/L2uYEJ

밋업

Fundamentals of Blockchain Projects: Intrinsic
Value

South Korea
2018.06.15(금)

19:30~21:30

토즈 강남토즈타워점

Blockchain and
Cryptocurrency

교육

입문자가 배울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
적 이해와 비즈니스 전략

2018.06.16(토)

10:00~18:00

중구 남대문로 117 15층

에이콘아카데미
제너크립토

컨퍼런스

2018 마이닝 컨퍼런스 with 땡글 in SETEC

2018.06.16(토)

11:00~17:00

SETEC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타

밋업

ICOs & Investors MIXER

2018.06.16(토)

12:00~16:00

디캠프 6층 이벤트홀

2018.06.16(토)

13:00~16:00

스파크플러스 삼성점

밋업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 실무자와의 만남_코
벤져스 공개특강!

교육

블록체인을 위한 공유경제 특강

2018.06.16(토)

14:00~16:00

더모임비즈

컨퍼런스

2018 월드블록체인서밋 "마블스"

2018.06.19(화)

09:00~18:30

그랜드 하얏트 서울

ICOs & Investors
MIXER
코치텐
블록체인 가치투자
를 위한 스터디
코리아씨이오서밋

30만원
1만~1만5천
원

https://goo.gl/ccZUPD
https://goo.gl/2RwZrJ

무료

https://goo.gl/GcF7ug

무료

https://goo.gl/rTUUxG

1만5천원

https://goo.gl/FWPAMo

20만원

https://goo.gl/4Q87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