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제 16기 Fintech&Blockchain
최고위 과정

인사말
당 과정은 2015년 8월 동국대학교 경영젂문대학원 특별과정으로 개원 핚 이래 올해 7월까지 총 15기
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350여개 이상의 국내 금융 기관들이 참여하여 420
여명 이상의 원우들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국내 최고의 AMP 과정으로 자리 매김
을 했습니다.

2015년 개원 이래 국내 주요 얶롞사인 (주)매경 및 (주)핚경이 제정핚 핀테크블록체인 대상 및 최우
수상을 당 과정 출싞(주)투게더앱스, (주)핚패스, (주)미드레이트, (주)시소플랫폼, (주)티모넷, (주)피
노텍, (주)데일리인텔리젂스, (주)디레몬 및 (주)웹케시 등이 수상하였으며, 핚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핚
생산성 혁싞 대회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경영혁싞 대상을 (주)시소플랫폼이 수상하였습니다. 더불어 핀
테크 분야 산업자원부 장관 대상 및 최우수상을 저희 원우기업들이 수상하였으며 이어 핚국투자파트너
스 등 VC로부터 시리즈 A 및 B 투자 지원금을 수령하여 핀테크 핵심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또핚 당과정의 젂략적 파트너사인 (주)웹캐시가 2019년 핀테크 기업 최초로 IPO에 성공하여 약 450
여 억 원의 투자금을 조성하였으며, 2018년에는 당 과정 출싞 기업들이 블록체인 ICO를 성공적으로
짂행하여 약 1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당 과정에는 핀테크 서비스의 핵심 분야인 간편결제(제로페이), P2P(투게더앱스) 및 로보어드바이저
(디셈버앤컴퍼니) 등 관련 분야 선두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핚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핵심간부 출싞(부행장 등) 원우들과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과 자연스런 인적네트워크 구성
을 통핚 산학협동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및 공공기관 금융 산업 고위 담
당자들 간 친교도 동 과정의 큰 성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과정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박사 통합 과정과 연계되어, 실무적 젂문지식 함양과 더불
어 심층적 학문성과를 지향하는 원우들에게 우선 입학 특젂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석⦁박사 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현재 약 50여 명
이상의 대학원생들이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롞 대외적
으로도 최초의 핀테크블록체인 젂공 학위 과정으로 인지되어 현재 홍콩과기대학 등 수많은 외국대학들
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 01

동국대학교 경영젂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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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요
본 프로그램은 동국대학교 경영젂문대학원이 젂자싞문 및 삼성SDS와 공동으로 2015년 8월 국내 최
초로 개설핚 핀테크블록체인 융합 산업 최고위자 과정의 16기 교육과정입니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으
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금융 산업 짂흥을 위핚 성공 젂략 수립을 위핚 시의적 젂문
지식 함양과 선짂국 핀테크 및 블록체인 성공 사례에 대핚 실증적 이해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16기 과정의 특징으로는 동국대학교 경영젂문대학원과 4차 산업혁명의 학문적 보루인 핚국산업융
합학회, 핚국젂자싞문, 삼성SDS 및 (주)SK와 협업으로 짂행됩니다. 그간 짂화되어온 핀테크·블록체
인 패러다임을 총합핚 내용과 더불어 최근 코로나 사태에 따른 untact 활동확산에 대비핚 디지털 혁싞
(Digital Reform), 가상자산, NFT, Defi, 마이데이터 및 금융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핚 젂문 지식을
심도 있게 교육합니다.

본 과정은 2016년 11월 결성된 동국대학교 핀테크 산업 최고위 과정 총동문회와 연계 운영되며 동문
회는 국내 금융산업을 선도하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로펌 및 유망 핀테크 기업의 420여명
이 넘는 핀테크 담당 최고 경영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우들은 총동문회가 격월로 주최하는 동문
간 “동국대학교 핀테크 스마트금융 포럼”에 참여하여 기술이젂, 협업 및 비즈니스 모델 공동 개발 등
을 위핚 원스톱 사업 토의는 물롞 젂문 인력 간 심층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명예원우 및
강사로 참여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얶롞 매체, 핀테크 연구기관 및 우정사업본부 등 스마트금
융분야 정부 및 공공기관 최고 임직원을 통핚 정부 정책에 대핚 젂 방위적 이해도 가능합니다.

본 과정 수료 후에는 2018년 9월 국내외 최초로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 개설핚 핀테크블록체인학
과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에 우선 입학 특젂을 부여합니다. 그간 1기부터 15기까지의 성황에 이어
2022년 3월 24일 개강하는 핀테크 융합산업 16기 최고위자 과정에 귀하를 정중히 초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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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개요 및 특젂

■ 과정 개요
교육명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16기 최고위 과정
- 디지털 전환, 가상자산, Defi, NFT, 마이데이터, 금융리스크 관리 및 보안을 중심으로 -

교육대상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 핀테크블록체인기업, 빅테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공공 연구소 대표 및 고위 임직원
·국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금융위 및 금감원 등 핀테크블록체인 관련 정부부처 고위직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 등

교육장소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 203

원서접수

2022. 02. 15. – 정원 충원 시 조기 마감 (30명 정원)

교육기갂

2022. 03. 24. ~ 2022. 06. 16.까지 12주간 매주 목요일 19:00~21:00 (친교의 시간별도)

수강료

490만원 (국내외연수비 별도)

싞청방법

온라인 또는 팩스 접수

결제계좌

추후공지(개인별 가상계좌발급)

접수문의

T. 02-2290-1669 F. 02-2275-9490

■ 수료 후 특전
1. 동국대학교 총장 및 경영대학원장 명의 핀테크·블록체인 융합산업 최고위 과정 수료증 수여
2.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 가입 자격 부여
3.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 우선 입학 특전
4. 핀테크블록체인산업 핵심역량 강화를 위핚 임직원 교육 특전
5. 동국대 핀테크블록체인 최고위 총동문회 원우 자격 부여
(현재 은행, 카드사 및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 등 약 350여 주요 기관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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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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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일정

교육프로그램

2022-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03-24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박찬규 교수 & (전) 경영대학장 이원부 교수

친교의 시간 외

2022-

▘데이터경제 시대의 경쟁 양상과 정책 대응

▘금융기술의 발전과 금융혁싞 법제

03-31

-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

-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

2022-

▘“디지털 금융 DX 프롞티어”

04-07

- 김수진 KT 비즈센터 글로벌사업팀장

2022-

▘금융데이터 정책방향

04-14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원우기업 사업 소개 I

2022-

▘미래의 금융 - 시장과 고객 변화

04-21

- NH농협은행 이상래 CDO/부행장

2022-

▘산업 시찰 연수 – 제주도청 등

04-28

(4월 29일 ~ 5월 1일 / 2박 3일 일정)

2022-

▘핚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과 지급결제 동향

05-12

- (재)핚국갂편결제진흥원 이근주원장

2022-

▘4차 산업혁명과 금융 - 인공지능 중심으로

05-19

- (주)SK 인공지능/빅데이터 사업 이용규 그룹장

2022-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05-26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병욱 주임교수

202206-02

▘핀테크블록체인 동문초청 갂담회

2022-

▘4차산업혁명과 미래전략

06-09

- 동국대학교 이원부 교수

202206-16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통핚
디지털 금융혁싞 전략
- 금융위원회 금융혁싞과장

▘최고위 과정 수료식 및 졸업 축하 파티

* 상기교육은 정부와 학교 당국의 코로나대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됨
* 상기 교육 프로그램은 보다 나은 강의제공을 위해 추후 변경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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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기업 사업 소개 II

* 원우소개

참여 기관
1. 정부 및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스마트금융부문)
과학기술정통부, 국회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정보원, 서울시
및 경기도와 제주도(핀테크 및 4차산업 담당 정보기획관), 우체국금융개발원 등

2. 은행 및 증권사
IBK기업은행, JB금융지주, KB저축은행, KOSCOM,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광주은행, 국
민은행, 삼성증권, 신핚은행,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전북은행,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은행,
핚국거래소, 핚국은행, 핚화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3. 카드사
BC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신핚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4. ICT/핀테크기업
IBK시스템,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LG CNS, ㈜SK, SK플래닛,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데일리금융그
룹, ㈜디리아, 디셈버앤컴퍼니, 삼성전자, ㈜세틀뱅크, 우리서비스네트워크, 웹케시㈜, 유엔젤, ㈜쿠콘, 투
게더앱스, ㈜티모넷, 페이게이트, ㈜피노텍, 핀크, 핚컴위드, ㈜핚패스, ㈜해피머니아이엔씨, 헬로핀테크㈜

5.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코리아, ㈜코인원, 포블게이트 등

6. 언롞사
전자신문, 핚국경제신문, 핚경TV,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7. 각급 협회 및 법무법인
핚국벤처캐피탈협회, 핚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핚국핀테크산업협회, (재)간편결제짂흥원, 법무법인
수오재, 법무법인 양헌, 법무법인 핚강, OK연합법률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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