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 이벤트 리스트 (update: 2018.06.01(금))
정리: 디센터(www.decenter.kr)

행사 행사명 행사일 행사 시간 장소 주최 참가비 참가 신청

밋업
운동데이터 블록체인기업 CEO 아다 요뉴

셰 내한특강
2018.06.01(금) 14:00~16:00 서대문핀란드타워 2층 시벨리우스 파인드강사 무료 https://goo.gl/YD851a

밋업

update
블록체인스타트업과 개발자의 매칭 2018.06.01(금) 19:00~21:00 MARU 180 by 아산나눔재단 오픈체인K 무료 https://goo.gl/eJm6N2

밋업

update

AMO FIRST MEETUP in SEOUL - 아모 서

울 밋업
2018.06.02(토) 14:00~16:00 마이크임팩트스튜디오 역삼 AMO 무료 https://goo.gl/FfbSRz

밋업

update
Micro Bitcoin: Micropayments Protocol 2018.0602(토) 17:00~19:00 Bitcoin Center Korea

Bitcoin Center

Korea
무료 https://goo.gl/Hd115h

밋업 SUMMER OPEN HOUSE 2018.06.02(토) 15:00~17:00 Bitcoin Center Korea
Bitcoin Center

Korea
무료 https://goo.gl/5e7Jvh

밋업
친환경 블록체인 프로젝트 SEED 서울 밋

업
2018.06.02(토) 14:00~17:00 시그니엘 서울 SEED 무료 https://goo.gl/3qznCz

세미나
Author's Seminar: Ki Kim's "Blockchain

& Cryptocurrency 101"
2018.06.03(일) 14:00~16:00 패스트파이브 선릉

Government

Blockchain – [Seoul]
- https://goo.gl/9yxumV

밋업

update
ParcelX & Metaverse Meet Up 2018.06.03(일) 16:00~19:00 강남구 학동로23길 29 연회장 ㈜더블록 무료 https://goo.gl/dz1agf

밋업

update

A.O.D(Api On Demand)기반 블록체인기

술 사업설명회
2018.06.05(화) 19:00~21:00 선릉 더모임 티켓소켓인포 무료 https://goo.gl/4piYgB

세미나
암호화폐 ? 블록체인 ?! 당신의 관심을 '

참여증명'하라 (특강1)
2018.06.05(화) 19:00~21:30 B&C 교육장 와이톡 무료 https://goo.gl/N1XDKr

밋업

update

[#18] Hashed Lounge: WAX Official

Seoul Meetup
2018.06.05(화) 19:00~22:00 스파크플러스 역삼

Hashed Lounge

(crypto meet up)
무료 https://goo.gl/FLf596

밋업

update
수꼭해 블록체인 특강 #1 암호학 기초편 2018.06.06(수) 14:00~17:00

마포구 대흥동 241-35 B01 수꼭

해 아지트
- 2만~3만원 https://goo.gl/nVKsbT

세미나

update

2018 Blockchain Korea Conference 블록

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2018.06.07(목) 08:30~18:00 서울드래곤시티 - 15만~30만원 https://goo.gl/DvFpi1

세미나

update

2018 한국블록체인학회 학술대회

(KCBc2018)
2018.06.07(목) 09:00~18:00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글로컬 산

학 협력관

(사) 한국블록체인학

회
9만~18만원 https://goo.gl/FTYJpT

세미나

update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 기술 세미나

:: 코인스택 기반의 블록체인 기초(지갑)

개발

2018.06.07(목) 14:00~18:00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기술지

원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핀테크 기술지원센

터

무료 https://goo.gl/uf1sng

세미나

update
블록체인 플랫폼과 금융 토론회 2회 2018.06.07(목) 16:00~18:00 - 오픈체인K 무료 https://goo.gl/PKQPya

밋업

update
ZILLA meetup In Seoul with ICO Teams! 2018.06.07(목) 18:30~20:30 위워크 강남

Korean Crypto and

Blockchain Alliance
- https://goo.gl/C98UMF

밋업

update
[Ground X] Blockchain for Social Impact 2018.06.08(금) 18:00~21:00 디캠프 6층 다목적홀 그라운드X 무료 https://goo.gl/spEVYC

밋업

update
[블록체인] LINFINITY 밋업 2018.06.09(토) 14:00~18:00 강남 잼투고 ICOLAB 무료 https://goo.gl/Y7st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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