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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Concept

빅데이터 재무분석 전문가과정
Big Data Financial Analyst(BFA)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등의 Emerging Technology의 등장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는 재무 및 비재무 정보의 처리와 분석에 큰 변화를 가
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제도와 정책
의 변화, 그리고 외환시장 및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 증가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과거 어느때 보다 경영 의사결정자들의 정확한 재무 및 회계데이터 분
석 능력과 위험관리 능력을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의 빅데이터 재무분석 전문가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Big Data를 활용한 재무분석 및 경제적 의사결정 역량을 갖춘 내부통제
와 재무분석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최신의 이론, 실
무 중심의 교육컨텐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실습 등을 통하여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재무·투자 분석가 / 내부 및 외부감사 /
CFO / 감사위원 / 리스크관리 부서 임직원 / 기획관리부서 임직원 등의 기업
분석, 내부통제, 위험관리 및 문제 해결 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 및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의 강사진

현업에 직접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실습 강의

재무분석 및 회계 데이터분석,
위험관리, 내부통제 역량 제고

다양한 빅데이터 재무분석 Tool을
활용한 실무 적용

| 교육대상 |
기업재무 및 투자분석가 / 내부감사 및 감사위원회 전문가 / 리스크관리
부서 임직원 / 기획관리부서 임직원 /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부서
임직원 / CFO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 등

빅데이터 재무분석 전문가과정

Module

module 1

4차산업과 빅데이터 트렌드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Business
• 복합전환기의 세계경제 흐름 읽기
• 빅데이터와 미래예측

module 2

기업가치평가와 리스크관리
• 기업가치평가 이론과 실제
• 투자분석과 포트폴리오 관리
• M&A 사례와 리스크관리 /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module 3

재무 및 회계분석 역량
•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적 성과평가와 성과관리
•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반의 기업 부도예측, 재무데이터분석
• 핀테크를 위한 머신러닝/딥러닝

module 4

빅데이터 분석 tool을 활용한 실습
• Python Based Fraudit을 활용한 회계/재무 이상 징후 포착
• Business Intelligence Solution을 활용한 재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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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빅데이터 재무분석 전문가과정 교육안내

교육과정

제3기 빅데이터 재무분석 전문가과정

교육기간

2019년 9월 18일 ~ 2019년 12월 4일

교육일시

매주 월, 수요일 18:30 ~ 21:00

교육장소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강의장

• 원서접수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https://sim.yonsei.ac.kr)
원서접수

• 원서접수기간 : 2019년 8월 23일까지 접수
• 모집인원 미달시 개설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인원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안내 및 입금절차는 원서접수 후 1주일 이내 개별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1) 입학지원서 (https://sim.yonsei.ac.kr -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제출서류

2) 증명사진 파일첨부(필수), 최근 1년 이내 촬영분
3) 재직증명서 사본 1부 (교육비 회사지원인 경우 생략)
4)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교 육 비

550만원 (교재비, 식비, 간식비, 해외워크숍 비용 일체 포함, 별도 원우회비 없음)
- 등록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26-000091-18-322 (예금주:연세대학교)

주임교수 : 연세대 경영대학 이호영 교수
문 의 처

TEL : 02-2123-5484 E-Mail : hylee@yonsei.ac.kr
과정담당자 : 연세대 상남경영원 최은정
TEL : 02-2123-4267 E-Mail : ejch@ 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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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경영원 소개

SANGNAM
INSTITUTE OF
MANAGEMENT
상남경영원은 LG그룹 구자경(아호 상남) 명예회장의 기금출연으로 연세
대학교 경영대학이 1999년에 설립한 경영자 교육(executive
education) 기관으로서 고급 강의실 및 분임토의실, 전용 휴게공간, 객실
등 경영자들의 학습에 최적화된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
학 유일의 경영자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영국 FT
(Financial Times) 선정
2018년 위탁프로그램 부문
국내1위, 세계71위

유럽위원회(EC) 공모
한국시장 전문경영자
양성 프로그램(ETP)
한국 대표 교육기관 선정

전세계 31개국 110여개
경영자교육기관에서
가입하는 경영자교육기관
협의체(UNICON)의
국내 유일 정회원

수요음악회

고용노동부 선정
최우수 훈련기관 및
평가인증

로비

| 상남경영원 교육과정 특전 |

교재, 학습교구 및
개인 사물함 제공

워크숍, 간담회 등
원우 네트워크 활동 지원

연세대 총장명의의
수료증 수여
식당(로터스홀)

원우대상 SIM 포럼
특강 제공

상남경영원 수요음악회
무료 관람

세브란스 체크업 센터
할인혜택 제공

교육기간 중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이용 출입증 발급

교육기간 중 교내
상해보험 가입

교육기간 중 상남경영원
객실 할인 혜택 제공

객실(4, 5층)

Big Data Financial Analyst Program
빅데이터 재무분석 전문가과정

북문

본관
새천년관
성산대교
김포공항 방면

금화터널
광화문 방면

중앙도서관

신경영관

상남경영원

동문
한국어학당

대운동장
남문

학생회관

연세공학원

치과대학

파리바게트
대중교통로

백주년기념관
정문

지하철

세브란스병원

-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에서 도보(20분 소요) 또는 지선버스(7024) 승차하여 이대부중 하차
-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간선버스(272, 606) 승차하여 이대후문 하차

버 스

- 지선/마을버스 6714, 7024, 7737, 서대문03, 서대문04
- 간선버스

163, 171, 172, 272, 470, 601, 606, 672, 673, 700, 710, 750A, 750B, 751

- 직행/광역버스 1000, 1100, 1200, 1900, 2000, 9714, M6628, M6724, M7106, M7111, M711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Tel : (02)2123-4263~73 | Fax : (02)392-6706
https://sim.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