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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생태계 빌드

대한민국 블록체인 시장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되는 노력들을
활동합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 공유

새로운 환경에서 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분석하고
준비하여 시장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
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 허브
미디어와 대중들, 거래소,
개발자, 블록체인 기업,
커뮤니티, 학자, 사업가,
투자회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블록체인 비즈니스 마켓
활성화에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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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랩은 다양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통해 블록체인 시장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여개 이상의 언론과 방송사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 미디어와의 파트너십으로 국내 최대의 미디어 서포트 업체입니다.

이더랩은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핵심인 마케팅 시장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크고 작은 밋업, 컨퍼런스, 포럼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하여 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이벤트 업체로 성장 하였습니다.

이더랩은 30여개가 넘는 국내 대형 블록체인 커뮤니티 채널과의 제휴로 다양한 협력의 중심에서,

거래소, 미디어, 개발자, 기업, 학자, 법조계의 다양한 인사들과 네트워킹 하며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립니다.

이더랩은 블록체인 비즈니스 시장에 다양한 기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ABOUT US
Ether Lab

|  Ether lab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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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마케팅실
재무실

사업부

마케팅 지원팀

커뮤니티 팀

컨텐츠 개발실

개발팀

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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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JANUARY MARCH MAY
01 03 05

FEBRUARY JUNE

06 

APRIL

04 
▪ 블록체인 아시아 밋업 주관
▪ 대한금융신문 핀테크 포럼 주관
▪ 딥브레인체인 밋업 주관
▪ BLOCK72 국내 마케팅 파트너
▪ 엘프 국내 커뮤니티 운영
▪ 옐로우 모바일 FSN 마케팅 협력

▪ 큐바오 월렛 공식 마케팅
▪ 코인마케팅 설립
▪ 코인소식닷컴 APP 출시
▪ 이더랩 토크콘서트 2

02 

▪ 이더랩 여의도 오픈
▪ 이더랩 토크콘서트 1

▪ 퀀텀 디앱 서울 밋업 주최
▪ 이더리움 클래식 공식 마케팅
▪ 코인소식닷컴 WEB 출시
▪ 블록시티 커뮤니티 서비스
▪ 이더랩 토크콘서트 3 부산

▪ 행사 진행 15회 달성
▪ 스텔라루멘 SIX 밋업 주관
▪ 2018 서울머니쇼 부스 참관
▪ 엘프 공식 커뮤니티 마케팅
▪ BLOCK72 커뮤니티 마케팅

▪ 2018 BKC 행사 기획 및 주관
▪ 블록체인 오픈포럼 마케팅
▪ 아시아블록체인콥스1 주관
▪ Blockchain X Industry #1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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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11 12

JULY SEPTEMBER NOVEMBER
07 09 11

AUGUST OCTOBER

10 08 

▪ MBC DMCF “THE WALL”
    블록체인 컨퍼런스 주관
▪ 코인마케팅 홈페이지 업데이트

▪ 이데일리 블록체인 포럼 2018
     주관 진행 예정

▪ BPS 2018 미디어 지원
▪ 후오비 카니발 마케팅 총괄
▪ 이더리움 클래식 국내
     공식 커뮤니티 밋업 주관
▪ 이더랩 사무실 확장

▪ 아시아블록체인콥스2 주관
▪ BKC 참가 프로젝트 밋업 주관
▪ 거래소 빗컴 밋업 주관 
▪ 위쇼 밋업 마케팅 서포트

▪ HI SEOUL 기업들과 협력
▪ DMC ONE DAY 행사 주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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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LL’ Blockchain Networking Conference
2018년 9월 5~6일에 진행된 MBC DMCF 보이는 미래 컨퍼런스 중에 하나인 ‘더월‘ 
블록체인 네트워킹 컨퍼런스를 이더랩이 주관하였습니다. 더월 블록체인 네트워킹 컨퍼런
스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산업, 기술, 경제, 문화 교육의 미래에 대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정계,학계, VC, 암호화폐 거래소, 미디어, 커뮤니티, 스타트업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이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킹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다양한 협력을 유도하고 대한민
국 블록체인의 방향성을 이야기 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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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obi Carnival

2018년 8월 2~3일에 진행된 후오비 카니발에 이더랩이 마케팅 파트너로 참여하였습니
다. 후오비 카니발은 후오비가 주최하는 암호화폐 관련 컨퍼런스로서, 블록체인 생태계의 
각계 전문가들과 관련 인사들, 탈중앙화 가치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유먕한 프로젝트 팀
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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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BLOCKCHAIN KOREA CONFERENCE

2018년 6월 7일 이더랩과 GBIC가 주관한 ‘2018 BKC’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각광
받는 기술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과 더불어 초연결사회의 핵심 기술로 성장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 산업, 행정 분야에서 바뀌게 
될 미래 부가가치에 대해 논의하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올바른 
규제 및 과세 방향과 발전에 대해 소통하는 컨퍼런스입니다.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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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TECH 2018 암호화폐 시퀀스 : 그 진실의 이면

2018년 04월 24일, 각국의 전문가들이 방한해 G20 국가의 공동규제방안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현황과 정부의 규제 방향
을 예측 및 분석하고, 국내 최초로 한국의 시중은행, 10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개발팀이 한데 모여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 정보를 공
유하고 치열한 설전을 펼치는 포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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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Money Show

2018년 5월 10~12일 강남 코엑스에서 진행 된 ‘2018 서울머니쇼’는 4차 산업혁명
의 핵심 아이콘이자 글로벌 투자 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한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관
련 세미나와 투자관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신(新) 재테크 트렌드 제공하는 박람회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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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ASIA 1st Meetup

2018년 04월 06일 ‘아시아 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진행된 밋업입니
다. 프로젝트는 aelf, Libra Credit, zilliqa, DATA, CORTEX, EXIMCHAIN, IoT 
Chain, ORIGO, AIDOC가 참가하였고 블록체인 크립토 펀드인 GBIC, FBG 그리
고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회사인 BLOCK72가 주최하고 이더랩이 주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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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um Dapps Seoul Meetup

이더리움연구소 주최로 2018년3월 9일 퀀텀(Qtum)과 퀀텀(Qtum) Dapp인 메디
블록, 스페이스체인, 잉크체인, 큐바오 네트워크, 베니웨어, 써클원의 서울 밋업을 진
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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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채팅

검색

Ethereum classic 공식 커뮤니티

AELF 한국 공식 커뮤니티

Libra Credit 한국 공식 커뮤니티

ruffchain 한국 공식 커뮤니티

contentsbox 한국 공식 커뮤니티

1200

280

434

305

681

297

이더리움연구소 정보소통방730

984 이더리움연구소 뉴스제공방

Punch 공식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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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소식닷컴 개발배경

▪ 거짓정보와 이슈를 통한 무분별한 투자 성행
▪ 양질의 뉴스와 정보제공의 필요성
▪ 블로그, 카페, 오픈채팅방으로 다각화 되어있는 정보망 통합 필요
▪ 좀 더 쉽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함

코인소식닷컴의 특징

▪ 무료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 기사 정보 제공
▪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의 간소화로 높은 접근성
▪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운영으로 수많은 전문 투자자들과 정보 공유
▪ 시세, 시가총액, 일정 등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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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국내 언론사 뉴스 제공
▪ 해외 언론사 뉴스 제공
▪ 매일 오전 뉴스 리서치 후 중요 뉴스만 간략히 정리 후 제공
▪ 비트코인 기준, 상〮승하락시 배포된 뉴스 체크

이주의 단어

▪ 기사 내용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를 순위로 매겨서 정리
▪ 원하는 단어를 클릭하게 되면 언급된 기사 목록 제공

거래소 소식
빗썸, 업비트, 후오비, 코인원 거래소의 공지 정리 제공

코인시세 및 일정

▪ 상위 20위 코인 시가총액, 시세, 유통물량 등 제공
▪ 크립토캘린더에서 제공되는 코인 일정을 보다 쉽게 정리 제공

리포트 및 바로가기

▪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암호화폐, 블록체인, ICO 관련 통계 자료 제공
▪ 국내외 언론사, ICO, 거래소, 커뮤니티 등 사이트 정리 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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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미래 가치에 투자하자.

정치마케팅에 동네북 된 ‘블록체인’

블록체인기술 꿈과 현실사이, 기로에 선 대한민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간은 정부 편이 아니다

암호화폐 투자 시장 마냥 기다린다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조선닷컴 칼럼 게재

대한금융신문 칼럼 게재

에너지경제 칼럼 게재

게임톡 칼럼 게재

넥스트머니 칼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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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Korea
안전하고 올바른 가상화폐 투자환경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와 시스템 제공

월간 경제인
“암호화폐 대중화에 선봉장 역할 하겠다＂

에너지 경제
“블록체인·암호화폐 마케팅,

 시장건전성 이끌어 정부 참여케 해야＂

대한금융신문
가상화폐 ICO 브로커 ‘감춰진 그들의 실체’

아주경제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현재

대한금융신문

정치 마케팅에 동네북된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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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18 특별기획 혁신한국인 & POWER KOREA 대상 
블록체인 : 이더리움연구소

최정상의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서울 라이프에서는 앞선 기술력과 품질력, 서비스 경
쟁력을 갖추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기업과 브랜드를 발굴하여 널리 소
개 하고자 한다. 남다른 열정과 전문성으로 해당 산업분야를 이끌고 있는 이들 기업 
및 전문인을 조명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일조하고자 본 면을 기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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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더리움연구소, 7일 용산서 ‘블록체인코리아 콘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
https://bit.ly/2KSgNRG

[뉴스] 블록체인코리아컨퍼런스 성료, “암호화폐 관련 제도 정착 기대“ – 뉴스타운경제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557

[뉴스]  국내 최초 ‘5대은행-거래소-개발팀‘’24일 한자리에 – 대한금융신문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08

[뉴스] 이더랩·코인진자, 2018 서울 머니쇼 참가 –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97

[뉴스] 블록시티, 누적 포인트 이더리움으로 지급 - 글로벌경제신문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18

[뉴스] 이더리움연구소(ETHERLAB) “올바른 암호화폐 대중화에 앞장선다” -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316332585280

[뉴스] 이더리움연구소, 블록체인과 AI의 융합 ‘딥브레인체인 1st 밋업’ 개최 - 대한금융신문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26

[뉴스] 이더리움연구소, 암호화폐 블록체인 부산 토크콘서트 개최 - 대한금융신문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092 

[뉴스] 이더리움 연구소 등, “블록체인 산업, 실생활 사용 단계 시작” 선언 - 뉴스투데이 
http://www.news2day.co.kr/100396

[뉴스] 썩어도 준치, 한국 가상화폐 시장 -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80309104908179

[뉴스] 스텔라 쿵 퀀텀 마케팅 총괄 "가상화폐·블록체인으로 기술혁명 앞장" - 파이낸셜 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803111212491917

[뉴스] 중국판 '이더리움' 퀀텀 "실명전환 정부 규제, 찬성" - NEWS 1 뉴스 
http://news1.kr/articles/?3257212

https://bit.ly/2KSgNRG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557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08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97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718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316332585280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726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092
http://www.news2day.co.kr/100396
http://www.ajunews.com/view/20180309104908179
http://www.fnnews.com/news/201803111212491917
http://news1.kr/articles/?3257212


CONTACT
Ether Lab

|  Web site, Twitter, Blog, Cafe

24

공식홈페이지
www.etherlab.co.kr 

트위터
www.twitter.com/coincokr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coincokr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ether 

http://www.etherlab.co.kr/
http://www.twitter.com/coin7ne
http://blog.naver.com/coincokr
http://cafe.naver.com/ether


CONTACT
Ether Lab

|  Naver Modoo, Instagram, Kakaotalk, Tele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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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Modoo Instagram Kakaotalk Community Telegram



Community Partner
Ether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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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ing Partner
Ether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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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Partner
Ether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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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Media Partner
Ether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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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Partner
Ether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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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artner
Ether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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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Ether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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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HUB
Ether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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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랩이 할 수 있는 일들

▪ 행사 기획 및 주관

▪ 연사 섭외 및 스폰서 모집

▪ 행사 진행 및 홍보

▪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 초청 및 인원 모집

▪ 미디어에 특화된 업무 숙련도

▪ 블록체인 이벤트의 축적된 노하우

▪ 국내 최대의 블록체인 기업 네트워킹

이더랩이 해온 일들

▪ 700명 규모의 블록체인 컨퍼런스 코리아 기획 주관

▪ 2,000명 규모의 블록체인 오픈 포럼 마케팅 서포트

▪ 300명 규모의 대한금융신문 핀테크포럼 행사 기획 주관

▪ 150명 규모의 핀테크포럼 프라이빗 네트워킹 파티 기획 주관

▪ 언론사 행사 홍보, 인원모집 지원 3회

▪ 300명 규모의 블록체인네트워크 밋업 2회 주최 주관

▪ 250명 규모의 블록체인프로젝트 소개 밋업 10회 주최 주관

▪ 80명 규모의 블록체인 토크콘서트 2회 주최 주관

▪ 총 30여개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업의 국내 마케팅 대행

이더랩 운영 브랜드
대한민국 블록체인 허브    www.etherlab.co.kr

대한민국 미디어 서포트    www.coinsosik.com

블록체인 커뮤니티           www.blockcity.co.kr

블록체인 마케팅              www.coinmarketing

이벤트 미디어 서포트       www.blockchainlink.co.kr

리워드 보상 플랫폼          www.recat.co.kr

ICO 정보 플랫폼              www.allico.co.kr

* 정직원

  사업매니저 / 영업이사 / 개발실장 / 홍보팀장 / 보도자료팀

  컨텐츠팀장 / 정보팀장 / 작가 / 경리 / 디자이너 / 커뮤니티팀 3

* 비정규직

  커뮤니티보조 4

  행사총괄1 / 조연출2 / 영상촬영2 / 아나운서 / 행사지원5

이더랩이 하지 않는 일들

▪ 투자권유 및 코인판매대행

▪ ICO 코인 발행

▪ 기타 불법적인 일들

http://www.etherlab.co.kr/
http://www.coinsosik.com/
http://www.blockcity.co.kr/
http://www.coinmarketing/
http://www.blockchainlink.co.kr/
http://www.recat.co.kr/
http://www.allico.co.kr/


www.etherlab.co.kr
1201 Donghwa builing, 71 Yeouinaru-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대한민국 블록체인 허브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