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혁명 블록체인 세미나] 카이버 네트워크 개발자 공모전

Ⅰ

개 요

□ 공모전 명 : 카이버 네트워크 개발자 공모전 (Kyber Network Developers Competitions)
□ 행사 일시 : 2018년 1월 20일 (토) 오후 12시 ~ 오후 6시 *점심제공
□ 접수 확인 : 오전 11시 ~ 오전 11시 50분
□ 장소 : JBK 컨벤션 홀
□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619 JBK TOWER 빌딩 *행사 특성상 일부분 영어로 진행 될 수 있음
□ 행사 목적
- 4차 산업의 핵심 화두인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프로젝트인
<카이버 네트워크 (Kyber Network)>를 직접 만나 경험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
□ 행사 규모
- 일반 참가자와 공모전 참가자로 구분
- 공모전 우승팀에겐 총 상금 약 9천만원 (최종 선정된 팀 3팀에게 팀당 미화 3만달러 상금 제
공) *지불 방식은 행사 당일 설명 예정

Ⅱ

세부내용

1. 공모주제
- 탈중앙화 거래소이자 즉석 토큰 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이버 네트워크 플랫폼을 연동 또는
통합해 만드는 새로운 Dapps 아이디어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APPS)
- 제안 가능한 아이디어 예시 : 금융 플랫폼, Commerce 플랫폼, 콘텐츠&미디어 플랫폼 등 다수

※ 카이버 네트워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명시된 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 (국문)
카이버 네트워크 백서 (소개자료 국문)
카이버 네트워크 공식 한국어 블로그 (국문)
2. 참가자격 및 자격 조건
- 블록체인에 관심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외국인 가능)
- 팀 구성 : 3인~5인 1조의 팀 * 팀 당 한국인 비중이 반드시 50% 이상

3. 참가자격 및 자격 조건
구분

내용
접수기간

2017년 12월 22일 (금) ~ 2018년 1월 12일 (금, 자정까지)
[응모양식]
· Dapp을 설명하는 PPT 또는 PDF (10장이내)
· 파일은 반드시 국문 및 영문 모두로 작성하여 제출
· 파일명은 반드시 “Kyber_팀이름”으로 제출 (학생일 경우 대학명 기재)
· 제출 시 각 팀원들의 연락처를 메일에 반드시 기입 (이메일, 휴대폰)
[이메일 접수]
· krsubmission@kyber.network

접수일정

접수방법

※ 2018년 1월 12일 이후 접수 불가
※ 음란, 도박, 마약과 관련된 사항은 금지 항목
[제출파일 필수 구성 항목]
· Dapp 요약 (Executive Summary)
· 문제점 시사 (Problem)
· 기회 (Opportunity)
· 해결방안 (Solution)
· 카이버 네트워크와의 통합/연동 (Integration with Kyber Network)

결과발표

2018년 1월 16일 (화)

발표방법

개별 통보 (이메일 & 휴대폰) 및 카이버 네트워크 공식 한국어 블로그 (링크 확인)

시상식

2018년 1월 20일 토요일 (카이버 네트워크 행사 당일)

※ 결과발표는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심사기준
- Dapp 아이디어의 신선도, Dapp의 활용도, 카이버 네트워크의 이해도, 카이버 네트워크와의 통합

/연동 및 기술적인 부분, 제출문서의 완성도 등

5. 시상내역
구분
선발팀

내용
본선 5팀
※ 응모를 통해 선발된 총 5팀은 제출한 Dapp 아이디어를 행사 당일
15분간 Presentation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0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최종 3팀
※ 발표 후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3팀을 선별하여 시상
팀당 $30,000 (한화 약 3천만원)

시상혜택

※ 최종 선택된 3팀이 발표한 Dapp 아이디어의 개발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 팀당 미화 $30,000 상당의 상금 제공
※ 지불방법은 행사 종료 후 별도 설명 예정

6. 일반 세미나 참가자 안내
구분

내용

참가자격

블록체인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

참가인원

총 150명

참가신청

온오프믹스 (링크바로가기)

신청기간

2017년 12월 22일 (금) ~ 2018년 1월 16 (화)

참가비

15,000원

7. 행사 예상 스케쥴
구분

내용

참가접수

접수 확인

1부 행사

· 카이버 네트워크 소개
· 점심 식사
· 카이버 네트워크의 4개의 파트너 및 프로젝트 사례 소개
※ 파트너/프로젝트들 이름은 행사 당일 확인 가능
· 응모를 통해 선별된 5팀의 Presentation

2부 행사

· 심사 및 최종 우승 3팀 선정
· Hashed 소개
· 종료 및 네트워킹

※ 세부 스케쥴 및 내용은 행사 당일 확인 가능

8. 행사 안내 및 문의
- 담당자 : 홍석원

카이버 네트워크 Developers Competition 공식 홈페이지
카이버 네트워크 Developers Competition 카카오톡 공식 문의채널
카이버 네트워크 Developers Competition 온오프믹스에서 참여하기

기타 자료 (필수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