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목
수강계획

봄학기 입학
학기

봄

여름

개강전
※ 학사 일정 및 교과목명

가을

겨울

윤리 및 안전

1년차

경영통계분석(3)
금융데이터 애널리틱스(3)
디지털금융 프로그래밍(3)

금융 데이터마이닝(1.5)
금융 데이터베이스(1.5)
금융윤리와 사회책임(1.5)

기업재무(3)
투자분석(3)
재무회계(3)

금융 데이터베이스(1.5)
금융윤리와 사회책임(1.5)

이수학점

9학점

3학점

9학점

1.5학점

2년차

핀테크창업과 신사업개발 (1.5)
또는 디지털금융
사례분석과 사업개발(1.5)
전공선택 6학점

금융 데이터마이닝(1.5)
금융 데이터베이스(1.5)
금융윤리와 사회책임(1.5)
글로벌금융 현장연구(1.5)

7.5학점

3학점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이수학점

현장적용 프로젝트(3)
학위수여식
전공선택 6학점

FACULTY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교육의 밑바탕,
바로 KAIST 경영대학 교수진의 힘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국내 유일
금융-IT 융복합 전문가 양성과정
Accounting

Finance

곽병진│Purdue Univ., Ph.D. (2004)

강장구│Univ. of Rochester, Ph.D. (1997)

류충렬│Queen’s Univ. at Kingston, Ph.D. (2009)

고우화│Ohio State Univ., Ph.D. (2015)

안성진│Washington Univ., Ph.D. (2018)

김경국│Columbia Univ., Ph.D. (2008)

오형일│Columbia, Ph.D. (2014)

9학점

총 42학점

디지털금융MBA

김동규│Univ. of Wisconsin-Madison, Ph.D. (2016)

한인구│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1990)

김동석│Ohio State Univ., Ph.D. (1989)
김수헌│Northwestern Univ., Ph.D. (2013)

Data Science / FinTech

류혁선│성균관대학교, Ph.D. (2011) / 前 미래에셋대우 Global 부분대표
박광우│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2003)

김기응│Brown Univ., Ph.D. (2001)

변석준│KAIST, Ph.D. (1996)

김아현│연세대학교, Ph.D. (2016)

오동철│Washington Univ. in St. Louis, Ph.D. (2011)

김우창│Princeton Univ., Ph.D. (2007)

글로벌금융
현장학습

디지털금융MBA 프로그램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능력 함양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년차 여름방학기간에 1주간

박성혁│KAIST, Ph.D. (2011)

이인무│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1995)

해외현장연구를 실시 예정입니다. 세계 유수대학에서의 수업과 현지 주요 핀테크기업들과 유관기관들을 방문하는

백용욱│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Ph.D. (2009)

이창주│Northwestern Univ., Ph.D. (2013)

일정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필수교과목 1.5학점 인정)
<해외연수 예시>

조 훈│Univ. of Wisconsin-Madison, Ph.D. (2006)

조대곤│Carnegie Mellon Univ., Ph.D. (2013)

최현수│Princeton Univ., Ph.D. (2012)

최재식│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2013)

현정순│Univ. of Rochester, Ph.D. (1997)
Martin J. Dierker│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Ph.D. (2003)

싱가포르 해외현장학습
구분

이도준│Univ. of Hawaii, Ph.D. (1995) / 前 삼성전자 전무

Adjunct

시간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OT/ 아이스브레이킹 타임

오전

권민수│고려대학교, M.S. (1991)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교수
김용환│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1995) / 페블즈자산운용 고문
김우연│KAIST, Ph.D. (2020) / 메리츠증권 퀀트 트레이더

•NUS 캠퍼스 투어

남재우│KAIST, Ph.D. (2005)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일차
•[NUS강의] Explainable AI in Finance
오후

이병욱│KAIST, M.S. (1995) / 서울종합과학대학원 특임교수
이재훈│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2012) / DeepSearch 연구위원

•[기업방문] SAP Asia Pacific Japan HQ
•[NUS강의] ESG Analysis using Unstructured Big Data
오전

STUDENT PROFILE 2022

•[전문가특강] AutoWealth
2일차
•[기업방문] NUS Enterprise
오후
•[기업방문] Amazon Webs Services

20%

24%

(25~29세)

(기관추천)

•[NUS강의] Ethical AI in Finance
오전
•[NUS강의] Reimagining Finance with Blockchain

학생구성

연령

50%

13%

(30~34세) (평균 35.4세) (40세 이상)

76%

17%

성별

(7~8년)

65%

직장경력
(평균 6.4년)

18%

(남자)

16%

•[전문가특강] InsurTech Association
오후

35%

7%

21%

(인문사회계열)

(11년 이상)

(여자)

(개인자격)

3일차

16%

(9~10년)

(5~6년)

(35~39세)

9%

(1~2년)

51%

(이공계열)

학부전공

42%

(상경계열)

19%

(3~4년)

•[NUS강의] Alternative Data
•[전문가특강] DBS PayLah and DBS Innovation
•[NUS강의] Innovation in FinTEch

오전
•[전문가특강] GRAB
4일차
오후

•[NUS강의] Valuing High-Growth Companies Investing in the Metaverse
Investing in the Metaverse

미국 국제 경영대학 발전협의회
2003년 획득

세계 경영 교육 연합
2013년 획득

아시아-태평양 경영대학협회
2004년 창설

경영대학입학위원회
2010년 가입

IS(정보시스템) 연구분야
세계 13위 (2006년)

유엔 글로벌 컴팩트
2008년 가입

•수료식
5일차

전일

•글로벌금융 현장연구 보고서 작성 및 자료수집
※ 상기 내용은 대학 및 방문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디지털금융MBA 사무실 07326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번길 One IFC 17층 여의도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
T. 02-6274-6184 / 02-6274-6186~6187 F. 02-6274-6194 E. dfmba@kaist.ac.kr
http://www.business.kaist.ac.kr

Digital Finance
MBA

KAIST Digital Finance MBA

WHY

KAIST Digital Finance MBA?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여의도에 개설된 2년제 파트타임
금융-IT 융복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2 YEAR ROAD MAP

졸업이수
요건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

연구

합계

3학점

21학점

13.5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42학점 이상

교과목
체계도

통계, 수학 프로그래밍
기초·윤리적 소양

경영통계분석

디지털금융 프로그래밍

금융윤리와 사회책임

윤리및안전

디지털금융MBA는 계량 및 금융기초와 금융핵심지식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1년차에 습득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데이터 사이언스와 심화된 금융 지식을 더함으로써
금융 데이터 애널리틱스

금융과 IT가 융합된 교과과정을 제공하여 국제적 감각을 갖춘 디지털금융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
소개

디지털
금융기초

공통필수 3학점

금융 데이터 마이닝

3학점: 기업재무, 재무회계, 투자분석, 디지털금융 프로그래밍, 금융 데이터 애널리틱스
1.5학점: 금융 데이터베이스, 금융 데이터 마이닝, 금융윤리와 사회책임, 핀테크창업과 신사업개발 또는 디지털금융
사례분석과 사업개발

전문성을 강조한 특화된 교육과정
•탄탄한 수리적, 계량적 기초이론 교육

선택

연구

실습 및 현장적용 교육 강화
•금융산업 각 분야 실무전문가 및
세계적 수준의 KAIST 교수진
•한국 대표 핀테크 업체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실습 제공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집중분야

핀테크 창업 집중분야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 집중분야

인공지능과 추천시스템

창업과 법

알고리즘 거래와 고빈도 금융

클라우드컴퓨팅과 비정형데이터 분석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파생상품 운용 및 거래전략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퀀트 및 팩터투자전략

핀테크 M&A
[대체: BAF608 기업인수와 합병]

연기금 운용전략과 평가

블록체인기술과 활용서비스
금융공학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하이테크 마케팅 전략

주:
굵은선 박스+음영표기는
전공필수과목

4.5학점
현장적용프로젝트(3학점), 글로벌금융 현장연구(1.5)

집중분야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핀테크 창업,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 중 선택

재학생
인터뷰

재무회계
투자분석

금융 빅데이터 분석

13.5학점
인공지능과 추천시스템, 창업과 법, 디지털 비즈니스 전략, 알고리즘 거래와 고빈도 금융,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금융 빅데이터 분석, 블록체인기술과 활용서비스,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핀테크 M&A, 파생상품 운용
및 거래전략, 퀀트 및 팩터투자전략, 연기금 운용 전략과 평가, 디지털금융 특수논제

KAIST
Digital
Finance
MBA

금융기초

금융 데이터베이스

경영통계분석, 윤리 및 안전

전공필수 21학점

•실무중심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 핀테크 창업 /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 집중분야 운영

기업재무

고승현 (2022학번, LG전자 선임연구원)
빅블러 시대에 전통 산업과 핀테크 트렌드를 결합하여 기회를 찾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DFMBA 과정에
지원하였습니다. Bloomberg와 협업을 통한 최첨단 캠퍼스 인프라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커리큘럼은 왜 KAIST가 디지털금융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도메인에
종사하는 동기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는 이 과정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현재 종사 업종을 넘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금융 비즈니스 융합 사고를 통해 빠른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께 DFMBA 과정은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실선화살표는
교과목간의 관련을 표시
점선화살표는
교과목간의 연간관계를 표시

졸업생
인터뷰

금융시장리스크관리
대체투자

현장적용
핀테크창업과 신사업개발 또는
디지털금융 사례분석과 사업개발

현장적용프로젝트(연구)

글로벌금융 현장연구

안광현 (2020학번, 삼성카드 프로)
디지털금융MBA는 이공계 출신으로 디지털금융 업계에서 일하는 저에게 경영에 대한 지식과 새로운 트렌드를
얻게 해주고, 동종업계의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디지털금융MBA는 금융공학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KAIST 경영대학의 커리큘럼과 핀테크 산업에 열정과 전문성을 지닌 교수님, 그리고 금융과
IT 각각에 종사하는 동문 네트워크가 결합 되어 디지털금융 분야 최고 전문가의 길로 안내하는 국내 최고의
프로그램이라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도 찾게 해주고,
현업과의 융복합 역량도 늘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박주훈 (2021학번, 신한은행 기업디지털 사업부 대리)

이윤정 (2020학번, 디렉셔널 대표이사)

•북미와 아시아 유수 대학으로
해외연수 및 교환학생 파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맨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금융 데이터과학 전문가’가 되기 위해, KAIST 디지털금융
MBA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융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지식 획득 및 문제해결을 위한 통계
분석 방법론을 경험하고 현업에서 금융과 디지털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고민하는데 KAIST 디지털금융MBA 과정은 최적화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교수진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반영하는 교과과목 그리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문까지, 오직 KAIST DFMBA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자 자극제를 많이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 창업한 뒤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성취한 결과도 있었지만,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계기로 회사의 대표로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고 KAIST
디지털금융 MBA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과정을 통하여 실무에 필요한 법률적인 지식과 가르침도 얻었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동기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고민할 귀중한 기회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핀테크 강국에서의 해외 현장학습

전규연 (2021학번, 하나증권 선임연구원)

해외 유수 대학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인재 양성

‘금융’과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두 분야를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변화하는 금융산업을 앞장서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준다는 점에서 DFMBA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저는 경제학과 금융 지식을 가지고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고 느꼈고, 이에
DFMBA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이스트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 다양한 분야의 동기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금융-IT 융합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정훈 (2020학번, 뱅큐 대표이사)
핀테크 산업이 금융과 IT를 모두 이해해야 하는 새로운 산업인 만큼, 평소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KAIST DFMBA를 다니며 경영에서부터 금융, IT까지 핀테크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모든 지식을 배우며 이러한 갈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분야 최고 수준의 교수님들과 실제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는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기들과의 네트워킹은 빠르게 변화하는 핀테크 산업에서 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기에
여러분들께도 강력히 KAIST DFMBA를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