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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EL 아카데미 제1기 강좌 안내

■ 2017. 9. 13. (수) 입학식
▪ 축 사
  - 이정미 석좌교수(헌법재판소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 프로그램 소개(김용재 교수, ESEL 제1기 주임교수)
▪ 리셉션
▪ 주제 1 IT와 법(이대희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 2017. 9. 20. (수)

▪ 주제 2 사물인터넷과 정보보안(이희조 교수, 고려대 컴퓨터학과)
▪ 주제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김기창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 2017. 9. 27. (수)

▪ 주제 4 블록체인(1): Digital Money(인호 교수, 고려대 컴퓨터학과)
▪ 주제 5 블록체인(2): Smart Contract(인호 교수, 고려대 컴퓨터학과)

3. 2017. 10. 11. (수)

▪ 주제 6 Robo Adviser(석준희 교수,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 주제 7 자율운행자동차와 책임(박세민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워크숍: 2017. 10. 21. (토) ~ 22. (일)
▪ 특강: 고려대학교 역사 소개
  - 명순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주제 8 전자거래와 착오(박선종 교수, 숭실대 법학과)
▪ 주제 9 인터넷전문은행과 은행법(김용재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10 Smart Contract의 법적 쟁점(김제완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친교의 시간

4. 2017. 10. 25. (수)

▪ 주제 11 AI(이성환 교수, 고려대 뇌공학과)
▪ 주제 12 Robo Adviser의 법적 쟁점(오영표 변호사, 신영증권)

5. 2017. 11. 1. (수)

▪ 주제 13 디지털포렌식(이상진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 주제 14 중앙은행과 디지털화폐(차현진 국장,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6. 2017. 11. 8. (수)

▪ 주제 15 빅데이터(조형준 교수, 고려대 통계학과)
▪ 주제 16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이병래 사장,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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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7. 11. 15. (수)

▪ 주제 17 개인정보 보호의 현황과 과제(이진규 CISO, 네이버)
▪ 주제 18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선 방향(김기창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8. 2017. 11. 22. (수)

▪ 주제 19 전자금융거래의 최근 동향(정경영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20 FinTech와 전자금융의 발전 및 감독상의 쟁점
          (최성일 선임국장, 금감원 IT 금융정보보호단)

9. 2017. 11. 29. (수)

▪ 주제 21 스튜어드쉽 코드(조명현 교수, 고려대 경영학과)
▪ 주제 22 주식시장 매매제도의 최신 동향(안일찬 팀장,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

10. 2017. 12. 6. (수)

▪ 주제 23 정보보안(이경호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 주제 24 FinTech와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이대희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2017. 12. 13. (수) 수료식
▪ 주제 25 금융회사 부실채권정리의 최근 동향과 과제(문창용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 K-Party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