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공지능 메타버스 리더 인증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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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메타버스 리더 인증 - 

제1기

인공지능 메타버스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주최·주관기관

협력기관

국회미래정책연구회

산업정책연구원대한민국 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 



인사말

추천사

이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

초로 개설되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미래전략 최고위 과정’이 최고경영자

들로 하여금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밝혀주는 미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미래전략 최고위 과정’을 개설하게 되어 

기대가 됩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분야 최고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인

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의 미래 리더로서 역량을 함양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여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이세돌 국수도 아마추

어임을 자인했습니다. 55년 동안 경영학을 연구해 온 저도 아마추어입니

다.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AI와 메타버스

를 준비하지 않은 기업이 AI와 메타버스에 올라탄 기업과 고객을 두고 경

쟁한다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다행히 AI와 메타버스는 아직 멀리 달아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AI와 메타버스 기차에 올라타면 선두가 될 

수 있습니다. AI와 메타버스를 공부하십시오. 저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안 종 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대한민국 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 공동회장

김 태 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총장

전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조 동 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전 국립인천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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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목적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영향력

과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활용역량은 

국가 및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가 바꾸고 있는 미래 사회를 이해하고 이를 비즈니스와 생활에서 활용

할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미래사회를 리더하고 지도 할수 있는 최고 경

영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내용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시대 최고경영자 미래전략과 

리더쉽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시대 미래 경영과 미래 세상 

변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블록체

인, 메타버스와NFT,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의료

와 헬스케어, ESG 비즈니스, 문화·예술 및 인재의 

미래 변화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비즈니스와 생활에서 스마

트폰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역량 함양   

교육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최전선에 있는 기업 체험과 

노하우 전수

최고 지도층 교수진과 최고경영자 간의 인적 교류

와 소통 활성화 및 인공지능 베타버스 리더 역량 함

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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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개요 ◇ 교육기간

     2022년 8월 30일 ~ 11월 1일(매주 화요일 10주간)

◇ 교육시간 

     17:30 ~ 18:30   교류 및 만찬    

     18:30 ~ 20:00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명사 강연    

     20:00 ~ 20:20   메타버스 소통의 시간    

     20:20 ~ 21:30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사용법 실전 

◇ 교육장소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본관2층 대강의실(이대역 300M)

주최·주관기관

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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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강생
제공 혜택

교육 신청
및 문의

수료자 ‘인공지능 메타버스 리더스 클럽’및 ‘서울과학

종합대학원 총동창회’정회원 자격 부여 

최고위과정 졸업 여행: 배우고 즐기며 힐링하는 제주 워커숍

(별도 비용) 

최고급 만찬과 다과 제공

수료자에게 국제미래학회 회장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메타버스포럼 공동회장 명의의 ‘인공지능 메타버스 리

더 인증서’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제공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축제 형식의 입학식과 수료식 

개최

매주 국내 최고의 명사인 강사진과의 지적, 인적 교류 

및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활용 실전 역량 함양

수강생 활동 브릿지경제에 홍보 기사 제공

최신 교재 및 강의록 제공

수료자 중 희망자는 ‘미래지도사‘, ‘스마트 멀티미디어

전문가 (메타버스)’1급 자격증 제공

◇ 교육 수강료   400만원 

     (교재, 강의록, 만찬, 다과, 수료증과 인증서, 2개 자격증 제공 포함)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101-722930 서울과학종합대학원    

 
◇ 수강신청   https://c11.kr/z850 입학 또는 입학원서 제출   

 
◇ 문의 사무국

     aSSIST 조한빈 02-360-0776 hbcho@assist.ac.kr   

 
◇ 과정 안내 사이트

     www.gfuturestudy.org       www.assist.ac.kr                                                               

     ww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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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일정 일정 일정

1회차

(8월30일)

- 개강식 만찬 및 축하 공연

- 인사말 

- 축사: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 리더쉽

- 기조강연:AI메타버스 글로벌패권전쟁과 외교 

안종배 회장/ 김태현 총장

조동성 이사장/김현수 발행인 

조완규 전 교육부장관/aSSIST 이사장

박 진 외교부 장관

2회차

(9월6일)

-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바꾸는 미래 세상

-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 경영 혁신 미래 전략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대한민국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 공동회장

3회차

(9월13일)

- 인공지능 메타버스와 디지털플랫폼 국가

- 스마트폰 AI 활용 비즈니스 실전

권호열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심현수 스마트메타버스교육진흥원 원장

4회차

(9월20일)

-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의 미래 인재 

- 스마트폰 AI 활용 글로벌 소통 실전

김진형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초대 인공지능연구원 원장

심현수 스마트메타버스교육진흥원 원장

5회차

(9월27일)

 -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 블록체인과 NFT 

 - 메타버스용 NFT 발행 및 거래하기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서강대학교 교수

안동수 한국블록체인기업협회 

            수석부회장(전 KBS 부사장)

6회차

(10월4일)

-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의 협업 리더쉽

- 스마트폰으로 이프랜드, 모임 메타버스 

   활용 실전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7회차

(10월11일)

-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 ESG 비즈니스

- 스마트폰으로 제페토 메타버스 활용 실전

문형남 대한경영학회 회장

           대한민국 ESG메타버스포럼 의장

심현수 스마트메타버스교육진흥원 원장 

8회차

(10월18일)

-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 문화 . 예술 

   미래 비즈니스

- 인공지능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이남식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국제미래학회 명예회장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9회차

(10월25일)

- 인공지능 메타버스 시대 미래 의료와 

   헬스케어

- 스마트폰으로 젭(ZEP) 메타버스 활용 실전

강건욱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부원장

심현수 스마트메타버스교육진흥원 원장 

10회차

수료식

(11월1일)

- 인공지능 메타버스 미래전략 최고위 수료식

- 브레인 건강 운동과 메타버스 교류의 시간

- 만찬과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 축하 콘서트

수료식 및 farewell party

차경환 BM 건강실천연구소 소장

김경아 르엘오페라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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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교수진

안종배 회장(과정 총괄)
국제미래학회 회장
대한민국 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
공동회장

조완규 장관
전 교육부장관/전 서울대 총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사장

박진 장관 
외교부 장관 
국회미래정책연구회 공동회장 

조동성 이사장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전 국립인천대학교 총장

권호열 원장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형 총장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초대 인공지능연구원 원장

이남식 총장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국제미래학회 명예회장

윤은기 회장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
전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박수용 회장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서강대학교 교수

문형남 회장
대한경영학회 회장
대한민국 ESG 메타버스포럼 의장

안동수 수석부회장
한국블록체인기업협회 수석부회장
전 KBS 부사장

강건욱 교수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부원장

심현수 원장
스마트메타버스교육진흥원 원장
국제미래학회 사무총장

차인혁 대표이사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
CJ주식회사 CDO

김태현 총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차경환 대표
BM 건강실천연구소 소장
국제미래학회 인성교육위원장

김경아 단장
르엘오페라단 단장
송파여성문화회관 관장

06 | 제1기 인공지능 메타버스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제1기 인공지능 메타버스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