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BKC Blockchain Korea Conference Proposal
-Sponsership Details-

행사 일정
제목

2018 BKC 블록체인 코리아 컨퍼런스

일정

2018년 6월 7일

시간

1부(포럼): 08:00~12:30, 2부(강연): 13:40~17:30 3부(네트워킹): 17:30~18:00

장소

용산 드래곤 시티 Grand Ballroom Hanra

주최

아시아경제TV

주관

Ether Lab / GBIC

정부 관계자 (국회의장, 암호화폐 관련 법안발의 국회의원)
해외 관계자 (SEC 미증권거래위원회, 일본재무부, 블록체인 개발사)
참석자

금융업계 관계자 (경제학과교수,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은행)

기업 (삼성SDS, 라인, 카카오, IBM, 블록체인기업,)
블록체인관계자 (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암호화폐 거래소)

1부 : 개회식 및 특별 강연
시간

식순

08:30~09:00

등록

내용

개회식

축사

암호화폐: 화폐인가 자산인가

특별 초청 강연

12:30~13:40

섭외

김현우 대표

아시아경제 TV

확정

정세균

국회의장

확정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

영상
축전

오세현
SKT전무

오픈블록체인협회
장

미정

Zachary Fallon

전 SEC 의원
확정
(미증권거래위원회)

일본에서의 암호화폐: 규제에서 양성
화까지, 일본이 얻은 것들
LDK09:50~12:20

소속

참가자등록
개회사

09:00~09:30

연사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찰스호스킨스

블록체인에 대한 시선 및 향후 전략

일본 재무국

확정

카르다노 에이다

확정

중국 국무부

협의중
확정

블록체인의 전망 과 미래

박성준 교수

동국대 블록체인연
구센터장

블록체인의 규제와 미래: 이상적인
방향이란

이신혜 대표
진행

패널 디스커션
(1부 발표자 참석)

오찬

2부 : 세션 A
SECTION A (산업/정책) 한국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와 육성방법
시간

13:40~17:30

내용

연사 / 소속

섭외

진행자

김형중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
원)

확정

블록체인이 자본시장 규제방식에 던지는 의문

최윤열 의원 (더불어 민주당)

확정

해운물류 산업의 미래와 블록체인

성기운 삼성SDS 프로

미정

카카오는 왜 블록체인을 시작하는가

카카오

미정

훌륭한 프로젝트란: 프로젝트 육성 방법

김서준 대표 (해시드)

확정

POW의 진실과 문제점, 앞으로의 기대방향

Igor Artamanov
(이더리움클래식 코어 개발자)

확정

국내 블록체인 사업의 현실과 해외진출

정재욱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확정

기업이 보는 블록체인 기술의 걸림돌

해외 블록체인 개발사 대표

협의중

패널 디스커션
박원석 전의원 (정의당)
기업에서의 블록체인, 합의방법의 장단점

2부 : 세션 B
SECTION B (세무/규제) 양성화, 블록체인 생태계 자생력 키우는 ‘착한 규제’
시간

내용

연사 / 소속

섭외

13:40~17:30

진행자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

미정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왜 분리되지 않는
가

임명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박사

확정

잘쓰면 약, 블록체인 산업 키우는 ICO의
조건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확정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는 암호화폐 규제

박기정 세무사
(EY한영 회계법인)

확정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과 바람직한
방향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

확정

암호화폐 과세, 무슨 법으로 해야할까?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확정

암호화폐 양성화와 G20 국가 동향

미국 법무법인

확정

규제에 따른 프로젝트의 변화 방향

해외 블록체인 개발사

확정

패널 디스커션규제가 필요한 이유 및 대처
방안

발표자들

2부 : 세션 C
SECTION C (법과 질서 그리고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시간

내용

연사 / 소속

섭외

13:40~17:30

진행자

박성준 교수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 확정

“블록체인 대륙”과 한국의 미래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블록체인협
회)

확정

글로벌 거래소 동향과 한국 시장의 특성

언블록 대표 (LINE)

미정

SEC에서 바라보는 거래소의 문제점

Zachary Fallon ( 전 SEC 의원)

확정

가상화폐가 안전한 거래를 준비하는보안

익스체인지 유니언 (XUC)

확정

안전한 거래소가 갖춰야 할 표준 보안 조
건

이준행 대표 (고팍스)

확정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위한 입법 방향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미정

패널 디스커션
“암호화폐 거래소 정책, 어떻게 해야 하
는가?

발표자들

협찬사 혜택
MAIN 거래소
-행사장내 스폰서 노출행사장 내 대형 바턴 현수막
포토존 내에 로고 , 배너, BKC2018 웹사이트
-광고 BKC 2018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영역 모두에 메인 스폰서 노출
-부스5m x 2m 등록데스크옆 부스 제공
부스 현판 및 옆면 출력물 포함 (디자인시안은 협찬사 제공),
인포 테이블 2ea, 조명 4ea, 테이블 1ea, 의자 4ea, 리플렛 거치대 1ea
(협찬사의 추가 설치물 배치 가능)

-혜택2부 행사 세션에 스피커로 참석
VIP 티켓 10EA , 일반 티켓 10EA , 2부 티켓 20EA

협찬사 혜택

MAIN 기업
-행사장내 스폰서 노출행사장 내 대형 바턴 현수막
포토존 내에 로고 , 배너, BKC2018 웹사이트

-광고 BKC 2018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영역 모두에 메인 스폰서 노출

-혜택2부 행사 세션에 스피커로 참석
VIP 티켓 10EA , 일반 티켓 10EA , 2부 티켓 20EA

협찬사 혜택

A- 골드 스폰서 ($30,000)
-행사장내 스폰서 노출행사장 내 대형 바턴 현수막
배너, BKC2018 웹사이트
-광고 BKC 2018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영역 모두에 스폰서 노출
-부스4.4m x 2m 세미나홀 출입구 정면부
부스 현판 및 옆면 출력물 포함 (디자인시안은 협찬사 제공),
인포 테이블 2ea, 조명 3ea, 테이블 1ea, 의자 4ea, 리플렛 거치대 1ea
(협찬사의 추가 설치물 배치 가능)

-혜택- (2부 스피커 참석)
VIP 티켓 3EA , 일반 티켓 7EA , 2부 티켓 10EA
1.영상 제작 컨텐츠 제공 :
오늘의코인 10분 (스폰서 코인 소개) 1회
코인스토리 1회, 코인인터뷰 20분1회
코인캐스트 (유튜브 방송채널) 개발사 홍보영상 개재
행사장 스케치 영상 완성본 제공 (스폰서 노출 포함)
2.오프라인 밋업 행사 지원 :
A투자 회사의 코인들을 모아서 오프라인 행사 1회 진행
200명 이상 참석 규모 행사 진행으로 광고 및 행사를 진행
3.추가 광고 및 언론 기사 제공 :
프로젝트팀의 코인의 홍보에 관련된 뉴스기사 5회 ,
블로그 5회, 커뮤니티 홍보글 50

협찬사 혜택
B- 실버 스폰서 ($30,000)
-행사장내 스폰서 노출행사장 내 대형 바턴 현수막
배너, BKC2018 웹사이트
-광고 BKC 2018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영역 모두에 스폰서 노출
-부스3m x 2m 등록데스크 우측편
부스 현판 및 옆면 출력물 포함 (디자인시안은 협찬사 제공),
인포 테이블 1ea, 조명 2ea, 테이블 1ea, 의자 2ea, 리플렛 거치대 1ea
(협찬사의 추가 설치물 배치 가능)

-혜택- (2부 패널 디스커션 참석)
VIP 티켓 5EA , 일반 티켓 10EA , 2부 티켓 10EA
1.영상 제작 컨텐츠 제공 :
오늘의코인 10분 (스폰서 코인 소개) 1회
코인인터뷰 20분1회
코인캐스트 (유튜브 방송채널) 개발사 홍보영상 개재
행사장 스케치 영상 완성본 제공 (스폰서 노출 포함)
3.추가 광고 및 언론 기사 제공 :
프로젝트팀의 코인의 홍보에 관련된 뉴스기사 3회 ,
블로그 3회, 커뮤니티 홍보글 20

협찬사 혜택
C- 브론즈 스폰서 ($10,000)
-행사장내 스폰서 노출행사장 내 대형 바턴 현수막
배너, BKC2018 웹사이트
-광고 BKC 2018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영역 모두에 스폰서 노출
-부스3m x 2m 세미나홀 출입구 우측편 위치
부스 현판 및 옆면 출력물 포함 (디자인시안은 협찬사 제공),
인포 테이블 2ea, 조명 4ea, 테이블 1ea, 의자 2ea, 리플렛 거치대 1ea
(협찬사의 추가 설치물 배치 가능)

-혜택VIP 티켓 2EA , 일반 티켓 3EA , 2부 티켓 5EA
1.영상 제작 컨텐츠 제공 :
오늘의코인 10분 (스폰서 코인 소개) 1회
코인캐스트 (유튜브 방송채널) 개발사 홍보영상 개재
행사장 스케치 영상 완성본 제공 (스폰서 노출 포함)
3.추가 광고 및 언론 기사 제공 :
프로젝트팀의 코인의 홍보에 관련된 뉴스기사 2회 ,
커뮤니티 홍보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