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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디지털금융/핀테크 분야 

백그라운드가 없는 

전통 금융 종사자 대상

금융 분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기술 적용과 빅데이터 기획, 분석,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에 관심있는 

금융 관련 종사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수하여 금융 산업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자

금융혁신과 신사업준비를 위하여 

블록체인 분야에 특화된 

기술 교육이 필요한 자

디지털금융

전문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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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KAIST 디지털금융전문가과정? Alumni Testimonials

인공지능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귀중한 시간

손민정 

하나은행 대리

금융권 핀테크랩을 운영하며 스타트업 기업과 만날 기회가 많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KAIST 디지털금융전문

가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겨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커리큘럼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들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트렌드 

파악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KAIST와 함께한 5개월은 다양한 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동기들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

습니다. 더 나아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을 통해 구현해 봄으로써 세상을 바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배운 이론과 기술을 발전시켜 

앞으로도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갈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AI 과정은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부터 산업 전반에 AI를 통한 비즈니스 Insight

까지 이론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제게 열린 시각을 갖게 해준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과정 시작 전 ML 알고리즘 명칭들을 들어는 봤지만, 그 안의 핵심적인 원리나 이론들

이 제겐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본 과정은 수학 기호를 떠나서 핵심적인 

이론적 백그라운드 지식을 쌓은 과정이었고, 이것은 단팥빵의 팥을 건드린 느낌이었

습니다. 특히 저는 KAIST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강의, 멘토링 등이 역량을 한단계 높

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분야에서 세계적인 교수님들의 

강의들을 고려하면 저는 AI과정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의 역량 업그레이드

를 고려하신다면 이 과정 선택이 결코 후회되지 않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론적 기초와 AI를 활용한 Business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황금 기회

이   훈 

NICE 평가정보㈜ 매니저

KAIST 디지털금융전문가과정은 서울시와 금융위원회, KAIST 경영대학이 공동 개설하는 여의도 금융대학원의 비학위과정

으로 디지털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에 개설한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본 과정은 디지털금융 및 핀테크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구심점이 되고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금융, 핀테크 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점 

유명 교수진의 

최신 이론 강의

국내 학계 및 전문가들의 

현장감 넘치는 최신 정보

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기초 이론을 

포함한 실습 중심 

특화과정

금융 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합니다.

실무 적용 능력 

향상 및 현장체험

팀 프로젝트를 통한 

실제 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실무에 적용 가능한 

전략방향을 도출하며, 

해외 현장학습*도 진행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Human 

Network 구축

금융분야 및 핀테크 관련 

다양한 동기생과 동문을 

만나 지식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며, 

사업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교육경비 개인부담자 중 

입학 심사를 통해 

일부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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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경영대학, FT 선정 경영자과정 랭킹 아시아 1위·세계 22위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 머신 러닝이란 용어를 정말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정작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의 정확한 개념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의 분야에 이

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유망한 분야라고만 막연히 생각하던 

차에 KAIST 디지털금융전문가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에게 있어 지식과 토론 및 체험 환경을 제공해준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인

공지능 각 분야 최고의 교수님으로부터 최신 이론과 동향을 배우고 다양한 금융 분

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강생들과 토론하며 인공지능 분야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향

후 제 커리어에 적용시킬 방향을 탐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 분야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금융 분야 적용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싶은 분들께 

이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디지털 전문인력으로 

가는 첫 발걸음!

임연수 

한국은행 조사역

오랫동안 다양한 시도(학원, 인터넷 강의, 과외 등)를 통해 인공지능의 기본 소양을 

쌓기 위해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 

입문에 필요한 이론, 프로그래밍 연습, 그리고 실전 경험 이 세가지 요소를 충족시켜

주는 교육기관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AIST 디지털금융전문가과정

엔 이 세가지 모두 존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교수진들의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이론 설명,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한 금융 데이터 리스크 분석, 그리고 뛰어난 동기

들과 함께한 그룹 프로젝트. 치열하고 어려웠지만 가치 있었던 위의 세가지 경험을 

통해 저는 인공지능 입문자를 넘어서 중급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

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인공지능 입문의 최

고의 기관 KAIST 디지털금융전문가과정을 적극 추천합니다. 

이론, 프로그래밍, 실전 경험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DFMP과정

박성범 

SK 씨엔씨 선임

Untact 시대의 초입에서 만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주민근 

유진자산운용 팀장

금융업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객 빅데이터를 이용한 '초개인화 상품'의 추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시장모니터링 및 시장예측 등 인

공지능과 기계학습의 다양한 가능성에 금융기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을 다루는 데이터과학자들과 금융산업 현업에서 일하는 금융전문가들의 

간극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이 두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이 인공지능이 가진 가능성을 현실화하는데 필수 조건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개설된 KAIST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과정은 적시 적소에 개설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 업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보고자 하나 인공지능 분야에 큰 지식이 없는 저에게, 이 과정

의 강의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제 시야를 넓히고 이해를 깊게 하였습니다. 인공지능은 마법의 수정구슬이 아니며, 적절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

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금융과 인공지능공학 두 분야의 융합인재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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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Curriculum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트랙은 현업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사업모델 및 솔루션을 기획,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공학적, 경영학적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IT·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KAIST 경영대학, AI대학원, 

수리과학과,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의 우수 교수진 강의로 구성된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기업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되었으나, 기업들은 어떻게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활용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나 관심도 외국기업보다 많이 뒤처진 상황입니다. 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과정

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이론과 기술, 첨단 금융 공학, 인공지능의 비즈니스 활용 전략 등을 학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금융 관련 비즈니스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모듈별 교육 내용

주요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여신전문, 자산운용 등) 실무자

핀테크/테크핀 기업, 스타트업 등 

관련업계 종사자

DFMP 과정생 구성

교육 특징

인공지능 비즈니스 활용 전략

인공지능 기술의 비즈니스 활용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학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 모바일 및 인공지능 비즈니스 활용전략, 핀테크,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및 경영 전략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가능합니다.

1
인공지능 이론과 기술

인공지능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기술적 적용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기계학습, 최신 

컴퓨터비젼 기술, 언어모델, 딥 강화학습, 베이지안 기계학습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금융공학 및 인공지능 응용

금융공학 분야의 인공지능 응용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사례 등을 통해 구체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인공

지능을 이용한 금융 위기분석, 자산 관리, 추천시스템 등을 학습합니다.
3

실습 및 현장체험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업모델 및 솔루션 기획, 디자인을 해볼 수 있으며, 실제 적용된 회사 사례 분석 및 벤치

마킹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해외연수를 통한 성공기업 사례 체험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4

디지털IT
+

금융 융합

인재

모듈 교육내용

입학식 및 특강

입학식&오리엔테이션

입학식 특강

특강: 금융 윤리

인공지능 비즈니스 

활용 전략

디지털시대의 자산관리

디지털금융과 데이터 애널리틱스

미래 사회와 디지털 금융산업

모바일 및 인공지능 비즈니스 활용 및 전략

인공지능 기반 핀테크 비즈니스 전략

핀테크 회사 및 디지털금융 창업생태계

디지털금융과 플랫폼 전략

인공지능 

이론과 기술

최신의사결정과 강화학습

최신 컴퓨터비젼 기술 동향 및 전망

딥 강화학습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기계학습

최신 딥 뉴럴네트워크 모델과 기술

그래프 데이터를 위한 기계학습

금융공학 및 

인공지능 응용

금융 위험 분석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

인공지능 자산관리

특강

매출데이터 예측 기반의 소상공인 신용 대출

플랫폼기업과 금융의 미래

AI윤리와 법규범

금융과 테크놀로지의 접목 (가제)

AI 일임투자 (가제)

AI-Driven ESG (가제)

팀 프로젝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활용 전략 발표 

금융

기관

92%
핀테크 및

IT관련

6%

공기업 및

공공기관

2%

기타

2%

임원 및 CEO

4%

Manager

31%

Senior 

Executive

63%

50대

4%

20대

16%

40대

21%

30대

59%

산업군 직급 연령대



인공지능 비즈니스 활용 전략

Digital Finance Mastership Program AI & Machine Learning Track

Faculty Admissions

금융공학 및 인공지능 응용

모집대상

● 디지털 금융에 관심 있는 미취업자, 취업 준비생

● 디지털 금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금융회사 재직자

● 핀테크(예비) 창업자

● 핀테크/테크핀 관련 기관 종사자

● 금융관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

● 수학/통계 등의 지식이 있는 이공계 선호, IT/코딩 개발 경력 선호

모집인원

● 40명 내외

등록금

● 590만원(해외연수 경비 별도)

장학금 

● 교육경비 개인부담자 중 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자 심의 후 등록금 일부 감면

교육기간 및 강의시간

●교육기간: 2022. 8. 19 ~ 2022. 12. 9

●강의시간: 매주 화/금요일 19:00-22:00 (3시간/일)

교육장소: 

● 여의도 One IFC Building(서울국제금융센터) 17층

원서접수

●

●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직증명서 1부

● 회사소개자료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교육경비지원 확인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전형료 5만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연락처

●과정책임 최현수 교수 

Tel. 02) 958-3592

mail. hschoi19@kaist.ac.kr

●경영자과정지원실 마세영 실장 

Tel. 02) 958-3309

mail. seyoungma@kaist.ac.kr

●담당자

Tel. 02) 6274-6181

mail. hschang@kaist.ac.kr

강금석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Purdue Univ, 경영학)

박광우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Finance)

박성혁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KAIST, Management Engineering)

백용욱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UC Berkeley, Economics)

오원석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New York Univ., Information Systems)

조대곤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Carnegie Mellon Univ., Information System and 

Management)

최현수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Princeton Univ, Economics)

강완모 교수

KAIST 자연과학대학 

(Ph.D. Columbia Univ., Operations Research)

김우창 교수

KAIST 공과대학 

(Ph.D. Princeton Univ., OR & Financial Engineering)

인공지능 이론과 기술

문일철 교수 

KAIST 공과대학 

(Ph.D. Carnegie Mellon Univ., Societal Computing)

신기정 교수

KAIST AI대학원

(Ph.D. Carnegie Mellon Univ., Computer Science)

신진우 교수

KAIST AI대학원 

(Ph.D. M.I.T., Mathematics)

윤세영 교수

KAIST AI대학원 

(Ph.D. KAIST, Electrical Engineering)

최윤재 교수

KAIST AI대학원 

(Ph.D.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Computer Science)

정   송 교수

KAIST AI대학원 

(Ph.D. Univ. of Texas at Austin, Electrical Computer 

Engineering)

최재식 교수

KAIST AI대학원 

(Ph.D.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omputer 

Science)

주재걸 교수

KAIST AI대학원 

(Ph.D.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Computer Science)

김기응 교수

KAIST AI대학원 

(Ph.D. Brown Univ., Computer Science)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