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대의 글

2018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혁신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신뢰를 통하여 금융산업, 사회운영 시스템, 디지털 증명이 기존 시스템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은 투기성향이 큰 비트코인의 원천
기술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한국경영과학회에서는 블록체인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경영과학 인사이트 시리즈』 두 번째 
시리즈로 블록체인 인사이트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블록체인의 원리를 이해
하고 차세대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계약에 대한 프로그래밍에 대한 입문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모신 연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블록체인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강대 
이군희 교수님와 피노텍의 블록체인연구소 소장을 지내면서 Liveen 코인을 성공적으로 론칭한 고덕윤 
박사님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블록체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더리움 기반 솔리더티 프로그래밍 기초를 4시간 
30분동안 집중해서 배우면서 보다 깊은 블록체인 연구의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램
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융합 학문으로서의 경영과학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사업기회와 연구 아이디어를 모색하길 기대합니다. 

『경영과학 인사이트 시리즈 2: 블록체인 인사이트』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지식 나눔과 배움의 장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춘호 (사)한국경영과학회 회장(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종우 (사)한국경영과학회 교육사업 부회장(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프로그램

12:30~13:00 등록 및 준비

13:00~13:10
프로그램 안내 

류춘호 한국경영과학회 회장 인사말씀

13:10~14:30
블록체인의 원리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강사: 이군희 교수(서강대 경영학과)

14:30~14:40 Break Time

14:40~17:30
이더리움 기반 스마트계약 프로그래밍, 솔리디티의 이해 

강사: 고덕윤 소장(피노텍 블록체인 연구소)

17:30~17:40

경영과학 인사이트 시리즈 정리

: 김종우교수(한국경영과학회 교육부회장, 한양대 경영대학)

한국경영과학회 향후 행사 소개 

 등록비: 

경영과학회 정회원 및 학생회원 무료

일반인(비회원) 70,000원

학부생(비회원) 10,000원

※ 등록자 전원에게 강연자료집 제공

※ 비회원의 경우 한국경영과학회 신규 회원 가입시에는 등록비 면제

    (한국경영과학회 회원가입 안내: http://www.korms.or.kr/sub/subMain.jsp?menuseq=4010 )

 등록신청: ※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등록 선착순 마감

        등록신청 바로가기: https://goo.gl/forms/YMTIWqw3jVM8XchH3

 오시는 길: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국제회의장 (http://icc.kofst.or.kr/) (강남역 주변)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신관 지하1층

 교통편: 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하차 12번 출구 국기원 방향

 문의처: 한국경영과학회 사무국     Tel: (02) 522-5577, E-mail: korms@korea.com

경영과학 인사이트 시리즈 2: 

블록체인 인사이트
2018년 7월 2일(월) 13:00~17:30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중회의실2(강남역 주변)

주최: (사)한국경영과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