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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APITALIST
PROGRAM 

· Blockchain Finance
· Blockchain Transformation

블록체인�파이낸스   트랜스포메이션�과정 7·8기�

등록신청 QR코드

등록URL

기 간

장 소

모집인원

주임교수

비 용

문 의

7기: 2020.08.19 ~ 09.23 / 18:30-21:30
8기: 2020.10.28~ 12.02 / 18:30-21:30
(매주�화요일 / 간단한�저녁�제공)

멀티캠퍼스�역삼 17층 VIP 강의장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212) 또는�선릉

50명�내외

송인규�고려대학교�겸임교수
배운철�한양대학교�겸임교수

Email : ik@incutek.net 
Mobile : 010-4952-4681 (송인규�교수)

www.incutek.net

공동주관 ,

정가 250만원 (*VAT 없음), 7기만�수강�시 200만원



교수

1주차
8/19(수)

2주차
8/26(수)

3주차
9/2(수)

4주차
9/9(수)

5주차
9/16(수)

6주차
9/23(수)

(공개강의)

오프닝

교육일 주제 내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해  박성준 동국대학교 교수

 Key Trends In The Blockchain Space  이신혜 GBIC 파트너

 비트코인과 채굴 비즈니스  이은철 비트퓨리 지사장

 암호화폐 알고리즘 트레이딩 기회와 경험  이현일 퀀티넬 대표

 부의 미래  인호 고려대학교 교수

 디지털 화폐와 CBDC의 등장  임종순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장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특금법과 AML 누구에게 기회인가?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

 Crypto Lending & Deposit  장민 빌리빗 대표

 지갑과 Custody  이창근 키페어 대표

 블록체인과 Banking의 변화  Diego Olivier Fernandez Pons, 
 테조스 코파운더

 거래소 비지니스의 확장 신민철 빗썸 이사

 STO  조미선 코드박스 Co-founder

 세계 최대의 OTC거래소 Cumberland의 견해 홍준기 Cumberland 아시아대표 

 가상자산의 회계와 세무처리  오남교 PwC 삼일 파트너

 전세계 블록체인 관련 규제현황 감독당국

투자의 기회는?

Finance 환경에
대한 이해

Banking의 혁신

Capital Market
혁신

PB시장,
전세계 제도

7기 Blockchain Finance 커리큘럼

7기 Blockchain Finance 강사진
※ 위 프로그램은 강사 사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교수

송인규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이은철
비트퓨리 지사장

이신혜
GBIC 파트너

이현일
퀀티넬 대표

임종순
가천대학교 초빙교수

이장우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

Diego Olivier Fernandez Pons

테조스 재단 코파운더
이창근

키페어 대표
장민

빌리빗 대표
신민철
빗썸 이사

조미선
코드박스 Co-founder

홍준기
Cumberaland 아시아대표

오남교
PwC 삼일 파트너

인호
고려대학교 교수



1주차
10/28(수) 오프닝

2주차
11/4(수)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

3주차
11/11(수)

4주차
11/18(수)

5주차
11/25(수)

6주차
12/2(수)

12/17(목)

Blockchain 
Transformation
제조, 유통의 변신

Blockchain
Transformation
금융의 위기와 기회

Blockchain
Transformation
산업별 혁신 사례

블록체인 관련
법과 제도

블록체인 프로젝트
IR 시리즈(TBD)

 Blockchain Transformation  배운철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해  유성민,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코로나 이후 뉴 노말과 화폐전쟁  신제윤 前 금융위원장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  장중혁 아톰릭스랩 매니징파트너

 스마트컨트렉트 이종구 김앤장 파트너 변호사

 물류, 유통 해외 사례 분석  박세열 IBM 상무

제조업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김형남 삼성 SDS 프로

 Payment  이정화 LG CNS 단장

 블록체인과 데이터 경제 - 오라클 문제를 중심으로  최영규 KOK 박사

 우리나라 금융업에서 블록체인 적용 사례 및 가능성  윤하리 신한은행 랩장,TBD

 블록체인으로 금거래를 혁신하다  김기영 한컴금거래소 대표

 블록체인 기반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코스콤 TBD

크라우드 펀딩 시장과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 
(기부 플랫폼 중심으로)  이수정 이포넷 대표

 부동산유동화, 그 혁신의 시작  이재용 카사코리아 공동대표

 미디어 비즈니스의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  권성민 엘민미디어(토큰포스트) 대표

 토큰 이코노미와 블록체인 트랜스포메이션  김종철 KT 상무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동향 및 특금법 시행의 법적 이슈  조원희 디라이트 변호사

 장소: 코엑스 2층 스타트업 브랜치
 주최: 인큐텍, 무역협회, 표준협회  블록체인 프로젝트 10개사 발표

교수교육일 주제 내용

8기 Blockchain Transformation 커리큘럼

8기 Blockchain Transformation 강사진
※ 위 프로그램은 강사 사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제윤
前금융위원장

배운철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장중혁
아톰릭스랩 매니징파트너

이종구
김엔장 파트너 변호사

박세열
IBM 상무

김형남
삼성 SDS 프로

이정화
LG CNS 단장

최영규
KOK 박사

윤하리
신한은행 랩장

김기영
한컴금거래소 대표

이수정
이포넷 대표

이재용
카사코리아 공동대표

권성민
엘민미디어(토큰포스트)대표

김종철
KT 상무

조원희
디라이트 변호사

유성민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B캐피탈리스트과정 1기�수강후기  -  슈로더�자산운용�정은수�대표
블록체인�기술/응용/미래방향�등에�대한�포괄적인�접근. 이론�및 practitioners를�망라한�다양한�배경의�강사진. 금융에�대한�활용성이�충분히�커버되었습니다.

B캐피탈리스트 1,2,3,4,5,6기�수강회사 (총�수강생 371명)

B캐피탈리스트과정 2기�수강후기  -  LB인베스트먼트�구중회�전무
기술중심의�다른�블록체인�과정과는�달리�경륜�있는�대체투자전문가나  테크전문가들이�전통금융�관점에서�바라본�디지털�자산에�대한  다양한�실제�사례와 
관점�설명이�인상적이었습니다. 매주�강의�후�진행되는�네트워킹은  압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앞으로�다가올�디지털�자산�분야�기회를�대비해야�할�금융기관 
및�정책�수립을�이끄는�분들에게�수강을�추천합니다.

B캐피탈리스트과정5기�수강후기  -  KB증권�본부장
B캐피탈리스트�과정에서는�블록체인�기술, 비즈니스�방향성, 법�제도적�이슈, 미래�방향성까지�제시하는�강의와�더불어�현장에서�많은�경험이�있는�원우들을 
통해�실행�방안까지�이해할�수�있는�과정이었습니다.

B캐피탈리스트과정6기�수강후기  -  신한은행�박원식�사외이사(前한은부총재)
프로그램이�블록체인에�관한�다양한�주제로�구성되어�있고, 주제들을�해당�전문가들이�이해하기�쉽게�강의해줌으로써�기대�이상의�만족감을�느낄�수�있었습니다. 
이론뿐만�아니라�실무적인�관점에서�세세히�다루어줌으로써�수강생들의�미래전략�수립�등에�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B캐피탈리스트과정 4기�수강후기  -  우리은행장�권광석 (수강시�새마을금고�신용대표)
미래에�전개될�발전�방향과�기관투자자의�관점에서�궁금증을�해소하는데�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규제가�조금�완화되어�기관투자자들의�요건만�갖추어진다면 
선제적으로�투자해서�시장을�확대해�나가고�싶습니다. ※ 시장에서�실질적으로�플레이하시는�분들과�법률, 회계�등�여러�관점에서�짧은�시간에�폭넓은�커리큘럼으로 
진행 ※ 최고�전문가들로�구성된�강사진

B캐피탈리스트과정 3기�수강후기  -  국회의원�윤창현(수강시�시립대�교수)
블록체인과�관련하여�다양한�어젠다들이�존재하는데�이�강의는�블록체인과�관련한�다양한�이슈들이�거의�총망라되어�속도감�있게�제공되었습니다. 서로 
다른�이슈에�대한�해당�분야�최고�강사들의�강의가�이어지면서�학습이�진행되므로�강의가�종료되고�나면�상당한�양의�지식을�습득하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