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Participants:

NYET – Digital Finance MBA (Mastering Business Administration)은 뉴욕 현지의 저명한 교수진들이

방한하여 뉴욕의 MBA 과정에서 행해지는 “심화전문학습(intensive professional studies)”으로

4월 23일(월) ~ 25일(수)까지 서울 을지로 ‘위워크 빌딩’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NYET – Digital Finance MBA 과정은 다음의 분들을 위해 준비 되었습니다.

NYET – Digital Finance MBA 과정은 최근 디지털 금융 비즈니스에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2) ‘블록체인(Blockchain)’과 ‘암호화폐(cryptocurrency)’        

3) 금융 서비스 분야 신규 사업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링

을 각 하루씩 집중적으로 심화 학습 하는 일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각 부문은, ‘기술 vs. 비즈니스’, ‘이론 vs. 사례’가 각각 균형 있게 다루어 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제별 비즈니스를 마스터링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각 일정 종료 후에는 네트워킹 및 멘토링 시간을 통해 뉴욕 기반의 금융 비즈니스 진출 그리고 취업 등에 대한

상호 교류와 개별 멘토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금융 회사(은행, 보험, 증권, 투자 등)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무 책임자

 금융 회사의 FinTech 관련 신사업 개발 및 투자 담당자

 FinTech 기업 기업가 및 사업 개발 담당자

 FinTech 분야 투자자(엔젤, 벤처캐피털 등)

 금융 회사 및 FinTech 분야 취업 / 창업 준비자

 국내 금융회사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로 이직/전직 준비자

 금융 및 FinTech 분야를 전공하거나 학습하는 대학(원)생

 미국 MBA 진학 희망자 및 준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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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일시 주제 책임 교수 비고

#1.
4월 23일(월)

09-17시

Artificial Intelligence : 인공지능
• Theory & Practice
• Technology & Business

Machine Learning : 머신 러닝
• Theory & Practice
• Technology & Business

* 세계최초 인공지능 기반 은행 텔러 직원인
‘아멜리아’사례 심층 분석

Dr. Edgar Troudt
통역: 이영달 교수

네트워킹 & 
멘토링

(17-19시)

#2.
4월 24일(화)

09-17시

Blockchain : 블록체인
• Theory & Practice
• Technology & Business

Cryptocurrency : 암호화폐

• Theory & Practice

• Technology & Business

Savvas Mavridis
통역: 이영달 교수

네트워킹 & 
멘토링

(17-19시)

#3.
4월 25일(수)

09-17시

New Business Models in Finance
• In Case of the US
• In Case of International

New Business Development in Finance

• New Trends and Opportunities

• Regulations & Critical Risks in Finance

• Business Modeling Theory & Practice

Dr. Edward Rogoff
Savvas Mavridis
통역: 이영달 교수

네트워킹 & 
멘토링

(17-19시)

NYET 교수진들은 뉴욕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어가 충분치 않더라도 주의
깊게 경청을 잘 하시는 분들 입니다.
또한 이영달 교수와 글로벌 금융전문가에 의해 통역 서비스가 제공 될 예정인 관계로 기본적인 영어 구사력이
있으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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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Edward G. Rogoff
New Business Development in Finance Industry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의 멘토이자 위워크의 창업자인 아담 뉴먼의 Entrepreneurship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로고프 교수님은 2010년 전미 올해의 앙트레프러너십 교육자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앙트레프러너십

분야 탑 저널인 ‘저널오브 비즈니스 벤처링’의 편집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뉴욕과 이스라엘 등 혁신 기업네트워크 및 투자 네트워크에서 저명한 평판과 인적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수진 소개

• 정규 교육과정 후 매일 17-19시 까지 FinTech 기업의 뉴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에 관한 네트워킹 및 멘토링 시간을 갖습니다.

• 24일(화) 17-19시 Finance 및 FinTech 분야로 뉴욕 지역의 취업을 준비 및 희망하시는

분들과는 취업 멘토링 시간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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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Edgar Troudt:
Artificial Intelligence & Machine Learning in Finance

인공지능 분야를 전공한 컴퓨터 공학 박사 이며, 

특히 금융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부문을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뉴욕시립대학교와 롱아일랜드대학교 브루클린 다운타운

캠퍼스 비즈니스 스쿨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비즈니스를 접목한

신사업 개발 부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은행 텔러 기능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직원 ‘AMELIA’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소개 할 예정입니다.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였습니다. 

Savvas Mavridis
Blockchain & Cryptocurrency in Finance

Morgan Stanley와 같은 금융 회사에서 디지털 금융 부문

전문가로 활동 하였으며, 은행 및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업과

캐피털 마켓을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및 디지털 금융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NYU와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Baruch College) 

에서 학사와 MBA를 마친 후 KPMG, UBS Investment, 

Credit Suisse 등에서 투자분석 전문가로 활동 했으며, 

JPMorgan과 Lehman Brothers Holdings Inc.에서는

임원(Managing Director)으로 활동하였습니다.

MonetaGo 에서는 블록체인 부문 최고 경영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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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여 안내

교 육 일 시 교 육 장 소

2018년 04월

23일, 24일, 25일

09:00 – 17:00

(점심제공)

을지로 위워크

(WeWork) 빌딩 7층

교육
비용

일정 선택
세션 1회 참석 (선택)

3일 중 1회
세션 2회 참석 (선택)

3일 중 2회
세션 3회 전회 참석

3일 전체 일정

일반 40만원 70만원 100만원

대학(원)생 15만원 30만원 40만원

• 교육비(부가세포함금액)는 참가신청 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납부 시한 4월 18일(수)

• 환불 원칙: 본 납부 시한(4월 18일) 이전 취소 시 전액을 환불 하며, 4월 19일-20일 중 취소

요청 시 50%를 환불하며, 이후는 천재지변 등 특수상황이 아닌 경우 환불치 않습니다.

• 회사 및 기관의 3명 이상 참석의 경우, 별도 문의 바랍니다.

• 회사 및 기관 차원의 참여자의 경우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 해드립니다(별도 요청 요망).

• 교육비 입금계좌정보: 477-035444-04-011 (기업은행) / 예금주: 한국기업가정신기술원㈜

• 교육관련 문의 및 교육비 납부 여부 확인(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포함) : ketnyet@gmail.com

찾 아 오 시 는 법

 지하철로 오시는 경우: 

2호선 을지로 3가역 12번 출구로 나오신 후 약 10분정도 도보이동

 자동차로 오시는 경우:

위워크 을지로점 지하 6층에 주차해주시면 됩니다. 

주차에 관한 안내는 추후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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