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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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트랙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분석
(Cloud Computing & 
Big Data Analytics)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Blockchain & 
Digital Assets)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AI & Machine 

Learning)

2023 봄학기

2022 가을학기 AI & 
Machin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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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KAIST 디지털금융전문가과정? Alumni Testimonials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준비

김동호 

EY한영회계법인 Senior Manager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전반이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온라인과 

비대면 방식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같

은 변화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저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시기에 KAIST 디지털

금융전문가과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은 제게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현재는 제가 수행하는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생태계, 디지털 기술 이론, 디지털 기반 비즈니스 사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조

직, 마케팅 및 법률적 요소까지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교수님들의 강

의와 실제 핀테크 업계 종사자들의 생생한 강연을 들으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

를 넓히고 디지털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추구하는 동기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활력이자 좋은 자극이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기반 사회, 비즈니스가 더욱 주류가 될 것

임이 자명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를 DT과정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맘때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바뀌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받아들여야만 했

을 무렵, 본능적으로 앞으로의 변화에 불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각

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KAIST 디지털금융전문가과정을 접하게 되

어 수강했습니다. 돌이켜보면 6개월간의 수료 과정은 역시 코로나로 인해 순탄치 

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KAIST가 심혈을 기울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커리큘럼

은 대면/비대면 방식과 상관없이 알차고 흥미로웠으며 집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각분야 최고의 교수진/강사진을 통해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기술 동향과 글로벌 기

업들의 혁신, 마케팅 현장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으며, 새롭게 변하는 금융정책과 제

도, 국내외 핀테크, ESG 등 금융 트렌드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이 지향하는 금융의 본질과 기능을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과 관련

된 각계에 몸담고 있는 다양한 동기생들의 현장 지식과 열정을 나눌 수 있었으며, 코

로나로 인한 제약을 우리의 수업 방식에서도 강의, 토의, 과제, 모임의 과정에서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힘입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 시간을 통해 금융에

서도 도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금융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후 다같이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될 

때 새로운 2기생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변화에 대한 불안을  

긍정의 동력으로 바꾸어 준 계기

안수진 

팍스넷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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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교육기관
Executive Education Ranking 2022 Asia Top 1, Worldwide 22

KAIST 경영대학, FT 선정 경영자과정 랭킹 아시아 1위·세계 22위

KAIST 디지털금융전문가과정을 통해 빠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차게 제공받았습니다. 매우 만족도가 큰 과정이었으며, 수

료 후에도 DT 1기 동기생들 간의 정보 교환 및 협업을 통한 상호간의 성장도 거듭

되고 있습니다. 금융, 핀테크, AI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IOT 사물인터넷 기

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비대

면 경제(Untact economy)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금융 발전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래 핵심 인재에게는 꼭 

필요한 최적화된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래 인재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디지털 금융 미래 핵심  

인재에게 적극 추천

김주형 

얍컴퍼니 부사장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DT)이란 

조금은 익숙하기도 하고 조금은 비현실적인 미래의 이미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치 양자역학처럼 말이죠. 이러한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 속에서 저는 KAIST DT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산업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세계 최고의 교수진과 

생생한 사례 위주의 알찬 커리큘럼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더불

어 지식이 주는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본 DT 과정을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디지털전환의 기회를 발견하고, 그 혁신의 경로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정생들이 만들어낸 적응형 생태계안에서 혁신적인 DT의 발견을 이어나갈 것입니

다.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미래에 다녀

왔습니다. DT 1기의 자부심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 과정에서 KAIST

의 ‘3C(창의Creative, 도전Challenge, 배려Caring)정신’을 몸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열정적인 교수님들과 과정 운영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최고의 솔루션

이주원 

카카오페이증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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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 교육내용

입학식 및 특강
입학식/OT

특강: 플랫폼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금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미래사회와 디지털 금융산업

디지털금융과 플랫폼 전략

블록체인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비즈니스 활용전략

인공지능과 디지털금융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랜드 및 금융윤리

금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디지털금융과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디지털금융과 빅데이터 활용 전략

크롤링과 텍스트마이닝

빅데이터 기반 금융마케팅 전략

레그테크(RegTech) 및 인슈어테크(InsurTech)

디지털금융  

마케팅과 경영 혁신

전략적 운영관리와 디지털혁신

행동경제학 관점에서의 고객행동 분석

디지털시대의 자산관리

와해적 혁신 시대의 성공적인 조직설계와 변화

디지털 금융 생태계

디지털금융 실무편 1: 메타버스와 신사업 트랜드: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

디지털금융 실무편 2: 클라우드와 금융; 핀테크 성장스토리

인공지능 자산관리

디지털금융과 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생태계

팀 프로젝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프로젝트 수행

Digital Finance Mastership Program Digital Transformation Track

Abou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Curriculum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 및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시는 금융 분야 종사자 및 디지털금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랙은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경영자 및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디지털 금융 전문가를 위한 꿈을 위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자

모듈별 교육 내용

주요 금융기관 (은행, 증권, 보험,  

여신전문, 자산운용 등) 실무자

핀테크/테크핀 기업, 스타트업 등  

관련업계 종사자

DFMP 과정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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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특징

금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최근의 금융산업에서 지각변동을 불러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의 가속화 현황을 학습하고 

금융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

금융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와 의사결정에 있어 데이터 분석과 모형을 활용하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최근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 과학을 소개하며, 금융분야에서의 빅데이터 및 애널리틱스 

적용사례 등을 학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디지털금융 마케팅과 경영관리

Digital 중심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Global Retail 환경, Communication Media 및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Retail channel과 Communication들 간의 일관성이 있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마케팅 

및 기타 혁신적인 경영관리 기법 등에 대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3
디지털 금융 생태계

오늘 날 기업들은 전통적 방식의 기업 간 경쟁과 더불어 동시에 경쟁력 있는 신생 벤처 창업 생태계와 긴

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지속 가능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떠한 형태로 혁신형 핀테

크 기업들이 금융산업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아보고, 기존 산업의 대응 전략을 학습합니다.

4
금융 빅데이터 분석 기업 딥서치의 현장감 있는 강의

빅데이터 처리 및 이를 융합해 분석하는데 차별성을 지닌 기업 딥서치의 이제까지 쌓아온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입니다.
5

디지털IT 
+

금융 융합

인재

산업군 직급 연령대



금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Finance Mastership Program Digital Transformation Track

Faculty Admissions

금융빅데이터 애널리틱스

모집대상

● 디지털금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금융회사 재직자

● 핀테크(예비) 창업자

● 핀테크/테크핀 관련 기관 종사자

● 금융관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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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2022. 12. 8

● 강의시간: 매주 월/목요일 19:00-22:00 (3시간/일)

교육장소

● 여의도 One IFC Building(서울국제금융센터) 17층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2. 7. 1 ~ 2022. 8. 1
추가 접수기간: 2022. 8. 5 ~ 2022. 8. 16
(*8.13(토)~15(월) 원서접수 시스템 접속 불가)

● 온라인접수(https://kcbexe.kaist.ac.kr)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1부

● 재직증명서 1부

● 회사소개자료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교육경비지원 확인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전형료 5만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발표: 2022. 8. 5 (금) 09:00

● 추가 합격 발표: 2022. 8. 17 (수) 14:00 

● 등록: 2022. 8. 5(금)  ~ 8. 18 (목)

연락처

●   과정책임 백용욱 교수

Tel. 02) 958-3588

E-mail. ywpaik@kaist.ac.kr

●   경영자과정지원실 마세영 실장 

Tel. 02) 958-3309

E-mail. seyoungma@kaist.ac.kr

●   담당자

Tel. 02) 6274-6182

E-mail. kaistdfmp@kaist.ac.kr

박성혁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KAIST, Management Engineering)

조대곤 교수 

KAIST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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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agement)

이재훈 교수 

KAIST 경영대학·딥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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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Univ. of Chicago, Economics)

디지털 금융 생태계

김동호 대표 

한국신용데이터(캐시노트)

김우창 교수 

KAIST 공과대학 

(  Ph.D. Princeton Univ., Operations Research & Financial 

Engineering)

류혁선 교수 

KAIST 경영대학  

(  Ph.D. KAIST, Financial Engineering/ 

Ph.D. 성균관대학교, Business Law)

핀테크산업협회 

박광우 교수 

KAIST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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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석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Univ. of Arizona, 경영학)

박성혁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KAIST, Management Engineering)

김아현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연세대학교, Applied Statistics)

백용욱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UC Berkeley, Economics)

강금석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Purdue Univ., 경영학)

디지털금융 마케팅과 경영 혁신

최현수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Princeton Univ., Economics)

박상찬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Cornell Univ., Organizational Behavior)

오원석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NewYork Univ., Information Systems)

김상원 교수 

KAIST 경영대학 

(Ph.D. Columbia Univ., Decision, Risk and Operations)

●

mailto:kaistdfmp@kai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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