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더리움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과의 좌담회 

비탈릭 부테린이 말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경제 (안) 

 

1. 취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을 초청하여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경제의 

혁신과 이를 통해 기대되는 미래 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 

 국회의원, 전문가, 기업인들과 함께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과제를 토론 

 

2. 개요 

 주최 : 국회의원 민병두, 사단법인 블록체인 협회, 재단법인 여시재 

 후원 : 코인플러그 

 행사명 : 비탈릭 부테린이  말하는 블록체인이 가져올 미래 경제   

 일시 : 4 월 3 일 오전 10:00-10:4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연사 :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재단 설립자 

 형식 : 초청 강연과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토론회 

 사용 언어 : 한영 동시 통역 

 

 

  



 

행사 일정 

 

 

 

 

 

  

10:00 강연 시작 

10:00-10:10 환영사  

진대제 블록체인협회 회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10:10-10:20 축사 

참석 국회의원 

이광재 여시재 원장 

10:20 - 10:25 사진 촬영 

10:25 – 11:25 좌담(각 15 분) 

좌장 :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초청자 :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립자 

  - 주제 1 : 청년창업과 인재육성(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 주제 2 : 미래도시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김민 아이콘 재단 이사) 

  - 주제 3 : 블록체인 기술의 진화(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 주제 4 : 블록체인과 금융의 디지털화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부설 

블록체인 캠퍼스 학장) 

   - 각 주제별로 비탈릭과 15 분씩 문답 

11:25 - 11:40  자유토론 

국회의원, 국내외 전문가, 기업인들과의 자유 토론 

11:40 종료, 청중 퇴장 



 

□ 비탈릭 부테린 

 

나이 26 세 

생애 

 - 러시아 모스크바주 콜롬나에서 출생 

 - 부모님이 취직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캐나다에 정착 

 - 2012 년에는 국제 정보 올림피아드(IOI) 대회에 참가하여 동메달 

 - 워털루 대학교에 진학했으나 2014 년에 그만두는 동시에 티엘 펠로우십을 수여 

 - 2011 년 <비트코인 매거진> 공동 창간 

 - 2014 년 이더리움의 설립(시가총액 약 16 조로 2 위 암호화폐) 

 

수상 

 - 2014 년 11 월 '월드 테크놀로지 어워드'에서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제치고 

IT 소프트웨어 수상자로 선정(포브스와 타임 등이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서, 신기술 분야의 

노벨상) 

 

한국 방문 

 - 제 2 회 분산경제포럼(4 월 5 일~6 일) 참석을 위해 한국 방문 

 - 이번 포럼에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관론자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마스터링 비트코인'의 저자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 이메일 

암호시스템 개발자인 필 짐머만, 이더리움 기반 기술사인 컨센시스 창업자 조셉 루빈,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경영자(CEO) 등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참석 

   http://news1.kr/articles/?3555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