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4차산업혁명 핀테크·블록체인 14기 최고위자 과정
- 디지털 전환, 마이데이터, 리스크 관리 및 보안 혁신을 중심으로본 프로그램은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이 전자신문 및 삼성SDS와 공동으로 2015년 8월
국내 최초로 개설한 핀테크 융합 산업 최고위자 과정의 14기 교육과정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
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금융 산업 진흥을 위한 성공전략 수립과 인터넷 전문은행 약진
등 근간 금융 생태계 급변에 대비한 시의적 전문지식 함양과 선진국 핀테크 및 블록체인 성공 사례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14기 과정의 특징으로는 국내 금융산업 4차산업혁명의 학문적 보루인 한국산업융합학회 (회장 양
승택), 한국전자신문 (회장 구원보) 및 글로벌 IT 기업인 삼성SDS 공동 주관으로 그간 진화되어온 핀테
크·블록체인 패러다임을 총합한 내용과 더불어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른 untact 활동의 증가로 급속도
로 금융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는 디지털 혁신 (Digital Reform)과 마이데이터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심도있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본 과정은 2016년 11월 결성된 동국대학교 핀테크 산업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와 연계 운영되며 동
문회는 국내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로펌 및 유망 핀테크 기업의 350여
명이 넘는 핀테크 담당 최고 경영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우들은 총동문회가 격월로 주최하는 동
문 간 “동국대학교 핀테크 스마트금융 포럼”에 참여하여 기술이전, 협업 및 비즈니스 모델 공동 개발
등을 위한 원스톱 사업 토의는 물론 전문 인력 간 심층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예원우 및 강사로 참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언론 매체, 핀테크 연구기관 및 우정사업본부
등 스마트 금융분야의 정부 및 공공기관 최고 임직원을 통한 정부 정책에 대한 전 방위적 이해도 가능
합니다.
또한 본 과정 수료 후에는 2018년 9월 국내외 최초로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 개설한 핀테크
블록체인학과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에 우선 입학 특전을 드립니다. 그간 1기부터 13기까지의 성황에
이어 2021년 4월 22일 개강하는 핀테크 융합산업 14기 최고위자 과정에 귀하를 정중히 초빙합니다.
■ 과정 개요
교육명
교육대상
교육장소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4차산업 핀테크·블록체인 최고고위자 과정 (제14기)
- 디지털 전환, 마이데이터, 금융리스크 관리 및 보안을 중심으로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 핀테크 기업, 블록체인기업, 빅테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공공 연구소 대표 및 고위 임직원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금융위 및 금감원 등 핀테크 및 블록체인 관련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고위 임직원 등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202 강의실 및 인근 컨벤션시설

원서접수

2021.03.01. – 정원 충원시 조기 마감 (30명 정원)

교육기간

2021.04.22. ~ 2021.07.08.까지 12주간 매주 목요일 19:00~21:00 (친교의 시간별도)

수 강 료

490만원 (국내외연수비 별도)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팩스 접수

결제계좌

추후공지(개인별 가상계좌발급)

접수문의

T. 02-2290-1669

홈페이지

F. 02-2275-9490

http://ftceo.dongguk.edu

■ 수료 후 특전
1.
2.
3.
4.
5.

동국대학교 총장 및 경영대학원장 명의 핀테크·블록체인 융합산업 최고 고위자 수료증 수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총 동문 원우회 (95기 졸업생 배출) 가입 자격 부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 우선 입학 특전
핀테크/블록체인 융합산업 임직원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재직 기관 전문교육 기회 제공
국내 핀테크교육 분야 최고 명문 CEO 과정으로 부상 한 동국대 핀테크/블록체인 최고위자 과정
동문회 (현재 은행,카드사 및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 등 약 300여 주요 기관 참여) 원우자격 부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장

■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 / 블록체인융합산업 최고위 14기 교육과정 일정표
교육프로그램
1부(19:00–19:50)

친교의 시간 외
2부(20:00–20:40)

202104-22

▘입학식 및 과정 오리엔테이션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동국대 핀테크블록체인학과 이원부 교수

202104-29

▘2021 정부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전략 (50분)
- 금융위원회 윤병원 금융혁신과장

202105-06

202105-13

202105-20

▘금융 라이센싱 및 규제 혁신 현황
– 금융법을 중심으로 –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
(금융법 전공)

▘금융 전산화 vs. 디지털 금융 핀테크, 빅테크, 통합금융, PFM (50분)
- 삼성SDS 금융사업본부 윤주천 그룹장
▘마이데이터 산업 육섬 방안 및 고객 주권
금융서비스 혁명 전망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
- 금융위원회 박주영 금융데이터졍책과장

▘비대면 금융 서비스 혁신과 보안 인증
-우리은행 CISO 고정현 부행장

▘산업 시찰 연수 – 제주도청 등
(5월 28일 ~ 5월 30일 / 2박 3일 일정)

202106-03

▘블록체인 기본 이론과 금융 산업 응용 (60분)
-IRIS 최진석 대표

202106-17

▘인공지능 ·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금융혁신
- (주)SK 인공지능/빅데이터 사업 그룹장

▘4찬산업 인재 육성 전략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블록체인 플랫폼
- 한국 브이엠웨어 박세열 전무

▘블록체인 기반 SCM 현황과 추세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수업장소: 동국대 인근 호텔)

(수업장소: 동국대 인근 호텔))

202106-24

▘동국대 경영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동문초청 간담회 (50분)

202107-01

▘디지털 혁명의 명과 암 & 미래 (50분)
- 동국대학교 이원부 교수

202107-08

* 분반발표 및
원우소개

▘“글로벌 디지털 혁신 현황 및 추세”
- 김수진 KT 비즈센터 글로벌사업팀장
(상기 저서 저자)

202105-27

202106-10

*(21:00–22:00)

▘최고위 과정 수료식

▘졸업 축하 파티

* 상기 교육 프로그램은 보다 나은 강의제공을 위해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당일 행사로
대체될 수 있음

데모 실습 외

* 원우 및 강사와의
네트워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