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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가족 여러분,
경제대학 소식지를 발간하고 첫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
쁘고 설레는 마음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제대
학의 여러 소식을 교수진과 학생은 물론 동문과 학부모
를 아우르는 경제대학 가족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소식
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도 전
해주시고 소식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
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제대학은 중앙일보의 국내 대학 학문분야별 평가
에서 경제학과와 글로벌경제학과가 나란히 최우수 등급
을 받는 등 높은 위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수진의 탁
월한 연구 및 교육 역량, 우수한 학생의 학문적 열정, 동
문의 열렬한 모교 사랑, 그리고 학부모의 애정어린 지원
에 힘입어 오늘의 경제대학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모든
구성원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소식
지에 자랑할 거리가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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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교원 수
20명

+

경제학과

9명

통계학과

14명

+

학과장
43명

=

글로벌경제학과

합계

경제학과
이진형 교수

통계학과
이근백 교수

글로벌경제학과 국제통상학연계전공
김성현 교수
류두진 교수

경제학과·글로벌경제학과,
2017 중앙일보 대학평가 학과평가
나란히 ‘최상’

경제대학
Infographics

중앙일보 실시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 5개 학과 평가 결과,
우리 대학 경제학과 및 글로벌경제학과가
나란히 최상위에 올랐다.

교원, 학생,
학과평가 현황

고려대(서울)·서울대·성균관대(경제학과)·
성균관대(글로벌경제학과)·연세대(서울)
고려대(서울)·연세대(서울)·이화여대·
중앙대·한양대(서울)

■경제학과 ■통계학과
■글로벌경제학과 ■국제통상학연계전공

경희대(Hospitality경영학부)·
부산대·한양대(서울)
부산대·서강대·서울대(국사학과)·
서울대(동양사학과)
건국대(서울)·고려대(서울)·
성균관대(유학·동양학과)

※ 출처: 중앙일보

학생 현황
재학생
2017학년도
2학기
학적통계 기준

졸업생
2017년 8월

648명 + 208명

+

2017년 8월 졸업자 진로 현황
391명

공기업
21.7%

= 1247명

대기업
43.5%

78명

+

33명

+

29명

=

140명

기타
13%

4.4%

공무원

8.7%

국내대학원

2.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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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계 통계학과

경제대학 전공진입식

학위수여식

2017학년도 경제학과 및 통계학과 전공진입생 235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4일(금) 12시 퇴계인문관 31308호에서 2017년 동계 통

하는 <2017 경제대학 전공진입식> 행사가 2월 8일 오후 2시 퇴계

계학과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다. 2016학년도 전기 통계학과 졸

인문관 31308호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는 2학년 전공 진입생

업생은 총 58명으로, 함께 참석한 가족친지들의 축하 속에서 학

을 환영하기 위해 김민성 경제대학장, 박민수 경제학과장, 이근백

위수여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김민성 교수(경제

통계학과장이 참석하였으며, 학장 환영사, 학과장 및 학과 소개,

대학장), 이근백 교수(통계학과장), 백창룡 교수, 김재직 교수, 이

학회 및 소모임 소개, 행정실 학사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은령 교수, 그리고 최종원 동문회장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의 학위

경제대학에서는 학생회 주관 하에 매년 경제학과 및 통계학과 전

수여를 함께 축하하였다. 학위수여식은 학장 및 학과장 축사, 동

공진입생을 대상으로 전공진입식을 개최하고 있다.

문 축사, 학위기 배부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동계 경제학과,
글로벌경제학과 학위수여식

2017학년도 1학기 우석(愚石) 정호
장학금 수여식 개최
본교 경제대학 주관으로 지난 3월 16일(목), 경영관 33505호에서
2017학년도 1학기 우석 정호(경제58)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
2017년 동계 경제학과, 글로벌경제학과 학위수여식이 지난 2017

고, 총 19명의 학생이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었다.

년 2월 20일(월) 15시 본교 600주년 기념관 5층 조병두 국제홀에

이날 장학금 수여식은 정호 회장을 대신하여 김민성 경제대학장

서 개최되었다. 경제학과 141명, 글로벌경제학과 39명의 학생들

이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으며, 김준영 명예총장(우석정호장학회

이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이날 졸업생들의 학위수여를 축하하기

부회장)이 기념품을 전달하며 축하 및 격려의 의미를 더하는 등

위해 김민성 경제대학장, 박민수 경제학과장, 한희준 대학원 경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제학과장, 송준 교수(글로벌경제학과), 이동원 교수(글로벌경제학
과), 이준상 교수(글로벌경제학과), 김현철 교수(글로벌경제학과),
최재성 교수(글로벌경제학과), 그리고 윤영선 동문회장 및 신홍
일 멘토링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학위수여식은 학
장 축사 및 동문 축사, 학생 대표 졸업사, 학위기 배부 순으로 진
행되었으며, 2부 순서에서는 김민성 경제대학장이 윤영선 동문
회장에게 이번 졸업생 수가 새겨진 기념보드를 전달하는 ‘Bridge
Ceremony’를 통해 이들이 경제대학 동문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
한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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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계 경제대학
학위수여식

김한균 동문(경제84)이 활동한 김소정, 김동언, 정주은 학우가 수
상하였다. 최우수 수기상은 오수민, 손세환 학우가 수상하였으며,
오수민 학우가 대표로 수기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신설
된 우수 수기상은 김주연, 오수민, 이화영, 정주은, 김지수 학우가
수상하였다.
또한 동문 초청 강연회 연사로 참석한 이근영 동문(경제88), 배용
주 동문(경제 85), 김민성 동문(경제85)에게 감사장을 전하였으며,
멘토링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신홍일 멘토링 위원장(경
제69)과 이계원 고문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하는 순
서를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경제대학 동문회 멘토링위원회 신임 간부 위
촉식이 진행되었으며, 신임 위원장에 조갑원 동문(경제85), 수석

지난 2017년 8월 23일(수) 15시 본교 600주년 기념관 5층 조병두
국제홀에서 ‘2017년 하계 경제대학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경
제학과 78명, 통계학과 33명, 글로벌경제학과 29명 등 총 140명의

부위원장에 김기연 동문(경제85), 부위원장에 임성훈 동문(경제
88), 간사에 김성웅 동문(경제07)이 위촉되어 향후 경제대학 멘토
링 프로그램의 발전에 훌륭한 동력이 될 것을 약속하였다.

경제대학 학생이 학위 수여의 영광을 누렸다. 이날 졸업생들의 학
위수여를 축하하기 위해 김민성 경제대학장, 박민수 경제학과장,

2017 경제연구소

이진형 교수(경제학과), 김재직 교수(통계학과), 이은령 교수(통계학

국제학술대회 개최

과), 그리고 최양수 경제대학 총동문회장과 최종원 통계학과 동문
회장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날 학위수여
식에서는 카네이션 전달식을 통해 그간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월 20일 경제대학 경제연구소에서는 국제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cent Trends in Economics)를 개
최하였다. 본 대회는 총 6개 세션(Mechanism Design/Information
Economics, Applied Microeconomics, Macroeconomics,

제6기 경제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

Econometrics1, Econometrics 2, Political Economy)으로 진행되
었으며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여러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2017년 공인회계사 합격자 발표,
경제학과 및 글로벌경제학과
15명 최종 합격
지난 8월 25일(금) 2017년 공인회계사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본교
제6기 경제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이 지난 8월 24일(목) 오
후 6시 국제관 5층 리셉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총 45명의 경제대
학 동문(멘토) 및 110명의 재학생(멘티)으로 구성된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하였다. 저녁식사와 함께 진행된
본 행사의 전반부에서는 참여 멘토와 멘티의 적극적인 활동을 서
약하는 선서식, 제5기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
다. 최우수 멘토링 상은 지성하(경제72) 동문이 활동한 이윤기, 진
수진, 김주연 학우가 수상하였으며, 최다이음상은 지난해에 이어

전체 합격생 78명 중 15명의 학생이 경제대학 소속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강순걸(경제11), 김유정(경제13), 김홍기(경제09), 류영재(경제11), 문승
주(경제09), 문영석(경제04), 박주희(경제10), 신지엽(경제10), 양혁준
(경제03), 이지훈(경제11), 조성현(경제08), 최윤정(경제09), 이상 경제
학과 12명
▶나혜주(글로벌경제12), 이재원(글로벌경제12), 홍지훈(글로벌경제11),
이상 글로벌경제학과 3명
※ 자랑스러운 성균인!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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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학
      교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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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

2017 SKKU
Teaching
Award

지난 8월, 경제학과 백경환 교수가 2017 SKKU Teaching Award를 수상하였다. 백경환 교
수는 학부 및 대학원 강의와 대학원생 논문지도 및 학위배출, 그리고 교육관련 봉사 등 다양
한 부문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SKKU Teaching Award는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킨 대표적인 교원을 선발 및 시상함으로
써, 교육발전을 견인함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탁월한 교원에게는 자긍심과 명예를 부여하고
전체 교원에게는 교육부문의 롤모델을 제시하는 등 매우 의미가 깊다. Teaching Award 수

경제학과

백경환 교수

상자 선정은 교육발전 기여도, 교육방법 혁신성, 교육에 대한 열정, 학생지도 등 다양한 영
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승덕 교수가 2017년 9월 본교 경제학과에 새로 부임하였다. 이승

2017년 9월
신임교수
소개
경제학과

덕 교수는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경제학 박사학
위를 수여받았으며, 한국은행 Economist로 7년간 재직한 경력이 있
다. 거시경제학, 화폐경제학, 금융경제학 등이 주요 연구 분야이며,
이번 가을학기에는 <거시경제학 1> 수업을 강의하고 있다.
경제학과

이승덕 신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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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덕 교수가 2017년 9월 본교 통계학과에 새로 부임하였다. 황

2017년 9월
신임교수
소개
통계학과

영덕 교수는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통계
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으며, IBM TJ Watson Research에서 Post
Doctoral Researcher 및 Research Staff Member로 6년간 재직한
경력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산업 통계 등이며 이번 가을학기에는
통계학과

<수리통계학 입문> 수업을 강의하고 있다.

황영덕 신임 교수

국내 경제학계 최대 학회인 한국경제학회를 이끌 제48대 차기 학회

한국경제학회
제48대
학회장 선출

장으로 우리대학 경제학과 김경수 교수가 선출되었다. 한국경제학회
는 6월 2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2018학년도 학회장으로 김경수 교수
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교수는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
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88년부터 우리대학 경제학부에서 교편
글로벌경제학과

을 잡아왔다. 2007년부터 4년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을 지냈

김경수 교수

고, 지난해 KDB산업은행 초대 혁신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글로벌경제학과 최재성 교수는 우리대학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와 함

국내 최초
빅데이터로
인권 설명

께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26년 동안 언론 보도 기사를 분석한 결
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을 수치로 확
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는 국내 4개 언론사(조선일보, 중앙일
보, 한겨레, 경향신문) 기사 중 ‘인권’을 언급한 11만4,000여 개를 분
글로벌경제학과

석해 이뤄졌다. 빅데이터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분석하려

최재성 교수

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경제학과 윤참나 교수는 <동태적 선거모형을 이용한 미국 주지사의

국제
논문 게재

임기제한에 대한 실증연구>를 발표하였다. 정치경제학 분야에서 널
리 이용되고 있는 동태적 선거모형 (dynamic games of electoral
competition)의 실증분석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해서 선거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실증분
경제학과

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미국의 주지사 선거 자료를 이

윤참나 교수

용해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윤참나 교수는 “이번 연구의 성
과는 이론적 분석에만 머물고 있던 선거제도의 대한 기존의 논의
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 이론에 기반한 실증분석 (theory-based
estimation) 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 고려한 미국의 주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세
계 각국의 다양한 선거제도들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학분
야 최고의 저널인 American Economic Review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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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학과
60학번 장학생 선발

경제학과 60학번 동기회에서는 경제학과 및 글로벌경제학과 학생
들의 학습의욕 고취와 원활한 학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경제학과 60학번 장학생(2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2017학년도 장학생으로는 성민규(경제12), 김주희
(글로벌경제15) 학우가 선발되어 1학기와 2학기 수업료 전액 장학금
수혜의 영광을 누렸다. 경제학과 60학번 장학생은 매년 1월말~2
월초 경제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03.
01.

경제학과 문상균 학생
제1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수상

2017학년도
이원길 장학금 수여식

대학원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문상균(석박통합과정, 14학번) 학생

“2017학년도 이원길 장학금 수여식, 경제학과 3명, 글로벌경제학과

린 ‘제1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

2명 장학금 수혜”

였다. 문상균 학생은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후 진학에 미치는

지난 4월 3일(월), 경제관 32320호(이원길 첨단세미나실)에서 2017

요인 분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학년도 이원길(경제61)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원길 장학
금은 경제학과 61학번 이원길 회장(서원유통 회장)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학업에 매진하는 후배들을 지원하고자 출연
한 장학기금이다. 장학금 수여식은 이원길 회장님을 대신하여 참
석한 이준서 교수(디자인학과)가 전달한 장학증서를 김민성 경제대
학장이 수여하였으며, 박민수 경제학과장, 김성현 글로벌경제학과
장이 기념품을 전달하며 축하 및 격려의 의미를 더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이원길 장학금 수여의 영광을 안
은 학생은 총 5명(경제학과: 금정현, 손진빈, 우석민 / 글로벌경제
학과: 김도은, 서보경)이다.

이 지난 6월 23일(금)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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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학회를 소개합니다
① “경제학논문, 어디까지 써봤니? 다산금융반”
다산금융반은 경제학과 학사과정

STATISTICS
통계학과

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을 크게 미
시, 거시, 금융, 그리고 통계 과목으
로 나누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세미나 활동을 한다. 세미나 활동을
통해 기초를 쌓은 후 2인 1조로 논문작성 활동을 시작하며, 경
제학과 금융, 그리고 통계학을 활용하여 자유로운 주제로 각종
공모전에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다산금융반 학회원들은 전국의 경시대회에 참가
하기도 하며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01.

제3회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학술 발표회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와 응용통계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제3회
통계학과 학술발표회가 지난 2월 27일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
는 통계학과 학생들의 통계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 향상 및 학부

② “미래의 경제학자들이여, 모여라! BE”
- Becoming Economists
BE(Becoming Economists)는 경제
학과 대학원생들과 함께 학술논문
에 대한 세미나와 발표를 진행한다.
아울러, 학술 세미나뿐만 아니라, 외
부 장학재단 합격 설명회나 대학원
에 진학한 선배들의 강연을 통해서 해외대학원 진학 등에 필
요한 정보와 방법들을 공유한다. 매주 진행되는 정기세미나에

생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5팀 15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수능성적 영향요인 분석’,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분석 및 2017년 프로야구 선수 연봉 예측’, ‘서울
시 심야버스 수요예측 및 신노선 제안’등 흥미로운 주제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상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최우수상 : 변
 재석(통계11), 박준석(컴공11), 고수희(통계15), 이남화
(통계13). 고은영(통계15)
▶우 수 상 : 조수빈(통계12), 권영재(통계13), 문근영(수학12)

서는 Survey Paper라는 리서치 페이퍼의 작성 및 발표를 통
해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받게 된다. 또한 Latex, 논문 정리 프
로그램, 그리고 Stata/R 과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③ “경제 이슈 토론은 우리가 최고! SEDA”
- Skku Economy Debating Association

02.

한국 통계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참가

통계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은 숙명여대에서 열린 한국 통계학회
2017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에 참가하였다(5.26~5.27). 학회
식전에 열리는 Tutorial 강의에서는 ‘기계학습의 이해’라는 주제

SEDA(Skku Economy Debating

로 건국대학교 권성훈 교수의 발표가 있었으며, 특별 초청 강연

Association)는 경제대학 내 학회

은 Xlaotong Shen(U. Minnesota, USA) 교수가 진행하였다. 매

중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학회

년 2회(춘계, 추계) 개최되는

로서, 경제이론과 시사적 지식을 바

학술대회에서 우리대학 통계

탕으로 경제 이슈에 대해 토론을 진

학과 교수 및 대학원생은 본

행한다. 매주 세미나를 진행하며, 주제는 경제관련 이슈 중 자

인의 연구실적을 꾸준히 발

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경제학 전공과목 및

표해오고 있다. 2017년 추계

경제신문, 경제 이해력 검정시험(TESAT)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회는 연세대학교에서 개최

관한 스터디를 진행한다.

될 예정이다.(11.10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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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통계연구소
하계/동계 통계프로그램
특강 안내

GLOBAL
ECONOMICS
글로벌경제학과

응용통계연구소에서는 매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
통계프로그램(R, SAS 등)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 빅데이
터 사회에서 필요한 통계적 지식 함양 및 통계프로그래밍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며, 통계 이론이나 프로그래밍에 능숙하지 않
은 초보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고급 통계 분석 교육 또한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접수 시기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사항은
응용통계연구소 홈페이지(http://shb.skku.edu/rias/)에서 확인

01.

제 7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SKKU – Tufts University

할 수 있다.
▶여름 통계 특강 : 6월초 ~ 8월초 접수(8월초~중순경 개강)
▶겨울 통계 특강 : 12월초 ~ 1월말 접수(2월초~중순경 개강)

통계학과 학회를 소개합니다

글로벌경제학과는 지난 2월 11일(토) 미국 Tufts University 에
서 ‘SKKU-Tufts University Joint Undergraduate Economic

“통계학적 분석 역량은 필수! P-SAT”
- Power-Statistical Analysis Technic

Research Conference’ 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0
년도 英 버밍엄대학교와의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2012년도 美
인디애나대학교, 2013년도 홍콩과학기술대학교, 2014년도 獨

P-SAT(Power-Statistical Analysis

키일대학교, 2015년도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교, 2016년도

Technic)은 통계학과 내의 유일한 학

美 남가주대학교와의 학술대회 등에 이은 일곱 번째 국제학술

회로서, 통계학 전공수업에서는 경험

대회이다. 본 학술대회에서 글로벌경제학과 학생들은 5개의 주

하기 힘든 다양한 실무분석은 물론

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Tufts University 경제학과 측에

이론적인 지식을 공유하며 전공수업

서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5개의 주제로 발표를 진

에서 얻을 수 없는 통계학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께 기르는 것

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글로벌경제학과 학생들이 발표한

을 목표로 한다.
학기 중의 학회 활동 외에도 공모전이나 자격증 스터디를 구성
하여 방학 중에도 지식을 실전에 적용시키고 보다 폭넓은 실전
지식을 습득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통계학의 이론적 기반과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 기초를 다
지기 위한 학기 전반부의 “Clean-up & Lead-off” / 우리가 평
소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통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했던
주제를 찾아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하는 학기 후반부의 ”Analysis” / 패키지 프로그램 숙달을 위한
“Package” 로 한학기가 구성되어 있다.

논문 주제는 다음과 같다.
▶Globalization and Income Inequality: Implications about

Recent Trends
▶Empirical Analysis on Schooling-How Trade Affects Child

Labor
▶Asset Pricing with Heterogeneous Belief and its Implications
▶Structural Transformation Pattern in Korea: Industry-level

Data Analysis
▶Optimal Leniency Program: A Study on the Fine Reduction

Rate for the Second-In Co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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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17학년도 글로벌경제학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04.

해외대학원 진학 동문
초청 세미나

글로벌경제학과 해외대학원 진학자 초청 간담회가 지난 7월 26일
(수) 오후 14시 국제관 9B208호에서 진행되었다. 해외대학원 진학
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들이 참석하여 진학 준비과정 및 향후 진로
등에 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해외대학원 진학에
핵심이 되는 SOP(Statement of Purpose), 장학금 등 주요항목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재학생들에게 큰 보탬이 되었다.

지난 2월 16일(목) 글로벌경제학과 2017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
션이 진행되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80여명의 17학번 신입학생이
참석하였으며, 학과소개 및 학사제도 안내, 학과 알리미 소개 및

글로벌경제학과 학회를 소개합니다

수강신청 안내, 기타 질의응답 등의 세션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종
료 후에는 학생회에서 준비한 ‘재학생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선후

“우리는 글로벌 금융 리더! GLIF”
- GLobal Leaders in Finance

배간의 유대를 쌓는 시간을 가졌다.

03.

GLIF(Global Leaders in

금융권 재직 동문
초청 세미나

Finance)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최초의 금
융학회이다. 오직 글로벌경

지난 6월 3일(토) 오후 1시, 금융권에 재직 중인 글로벌경제학과

제학과 소속 학생들로 구

동문 6명을 초청하여 재학생과의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현장에

성되어 있으며, 실무적 금

서 담당하고 있는 각 직무별 세부내용(IB, PEF, Private Banking,

융지식을 갖춘 금융전문

Equity Sales, 기업금융 FIG 등)을 소개하고 각 직무별 Q&A 섹션

가 양성 및 글로벌경제학과

을 통해 유용한 전공 교과목, 자격증, 인턴활동 등에 대한 정보 및

출신 금융인들의 Network

노하우를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분야의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한

형성을 목표로 설립되었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 실제 해당 분야에 진
출한 동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
여 글로벌경제학과 소속 재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올바른
길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학회원들은 ‘Main
Session(Daily market summary, In-depth presentation)’과 ‘현직
자 초청 강연’이라는 2가지 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수행하고 있다. 현재 총 약 20명의 GLIFer들은 외국계 은
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PE, 금융공기업, 대기업 재무팀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초청 강연을 다양
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음은 물론 Network 형성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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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essor

People
& Story

경제학과 백경환 교수

Q.
A.

2017 SKKU Teaching Award 수상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8월, 경제학과 백경환 교
수가 2017 SKKU Teaching
Award를 수상하였다. 2014년
경제학과 이동원 교수의 수상
이후 3년 만에 이룩한 성취이
기도 하다.”
경제대학에서는 2017 SKKU
Teaching Award 수상자 백경환
교수와의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2017 SKKU Teaching Award를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Teaching Award 수상을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 더욱 열심히
가르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전공 선택을 위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공부(연구)하시던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셨나요?
미국 유학 시절 학위논문 주제를 빨리 정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힘들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재정적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견디기 힘든 기간이었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입니다.
학생들에게 뛰어난 강의평가를 받으시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요?(백 교수는 2016년 강의평가 평균 94.3점을 기록하여, 경제대학 내 최고
평가를 학생들로부터 받았다.)
“우수한 학생들이 제 수업을 수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부임한 후,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을 (박사학위 취득을 위
하여) 해외에서 유학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졸업생들이 해외
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해외 및 국내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계
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들에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경환 교수의 학생 강의평가 내용에는 ‘교수님의 열정적 강의’에 감사
하는 코멘트가 실제 대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백경환 교수는 미국 Virginia Tech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고, 1995년 성균관대학교에 부임하였다. 2016학년도에는 경제대
학 학부에서 <게임이론 및 응용>, <수리경제학> 및 <Game Theory>
를 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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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ent

글로벌경제학과
홍지훈 학우

통계학과
이석영 학우

“2017년 CPA 합격자”

“2017년 하계 통계학과 수석 졸업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52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글로벌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경제대학 통계학과를 졸업한 12학번 이석

경제학과 11학번 홍지훈입니다.

영입니다.

진로를 설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통계학을 공부하며 느낀 점과 진로 설정계기는 무엇인가요?

지금 돌이켜 보면 1~2학년 동안 경제학을 배우며 보다 더 현실적

2학년 때부터 전공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을 때, 많은 통계

인 분야를 준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과 학생들이 그러하듯 저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

주변 학우들이 많이 준비하는 시험 중 하나인 CPA를 생각해보게

만 경제대학 내의 통계분석학회인 P-SAT에 참여함으로써 수업에

되었습니다.

서 배운 이론들을 활용하는 실질적인 통계 분석을 접할 수 있었고,

준비과정에 대해 간략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공을 살려 구직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준비과정 및 향후계획이 궁금합니다.

공부의 양으로 승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저는 통계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싶

제외하고 하루에 평균 13시간 30분 정도 공부해서 1주일에 90시간

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7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주간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기간 중 두 가지 과제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를 부여 받았는데, 전공수업과 학회에서 배운 것들을 다양하게 활
용할 수 있었고, 최종 발표에서 좋은 피드백들을 받아 운 좋게 정

아직 학기가 많이 남아서 풀타임 입사는 2년 후로 예정되어 있습

규직 전환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니다. 그때까지는 영어와 회계 관련 학습을 통해 미래에 필요할 능

통계학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업무에 많이 적용시

력을 계발하고, 기회가 된다면 해외 경험을 쌓을 계획입니다. 세계

켜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기업들 간의 M&A를 전담하는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취직을 준비하시거나 자신의 진로를 고민 중인 학우들에게 자신이
몸담을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보라는 말

누군가가 ‘합격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시험인데, 쉽게 붙을 수 있다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원한 연구개발 부문도 대다수의 합

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니겠느냐’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격자가 이공계 전공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입사하였을

20대의 긴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고통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역할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

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노력이 뒷받침된

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면 합격이 불가능한 시험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합격 후에 얻게

마지막으로 4년의 대학생활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성균관대학교,

될 행복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학우들,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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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017학년도
신입생 새내기 새로배움터

自治

지난 4월 10일, 11일, 13일 총 3일에 걸쳐 2017
학년도 1학기 경제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시험 간식배부>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농구장, 퇴계인문관, 국제관에서 진행되었고,
<기말시험 간식배부>는 6월 7일 1일간 진행되
었다. 경제대학 학생회는 매학기 시험기간에

활동

학우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아 다양한 간식
을 배부하는 기회를 마련해오고 있다.

경제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지난 2월 27일
부터 3월 1일까지 2박 3일간 양평 한화 리조
트에서 진행되었다. 2017학년도 사회과학계열
신입생 130명과 재학생 80명 등 총 210여명
이 참여하였으며, FCP(Freshman Challenge

2017-1학기
경제대학 동문초청 강연회

Project), 소모임 홍보 및 공연, 각종 교육 및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5개의 학생 소모
임(우리두리 사랑단, 열사람, 새강자, ECOS,
STATS)은 신입생과 재학생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야외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3
개 소모임(환희, 진로, 두드려)은 멋진 공연을
선사하였다.
글로벌경제학과 새내기 새로배움터 역시 같은
기간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에서 진행되었다.

2017학년도 1학기 경제대학 동문 초청 강연회

글로벌경제학과 신입생 100여명의 친목도모

가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경영관 33505호에

및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본 프로그램은 글로

서 진행되었다. 본 강연회에서는 신홍일 동문

벌경제학과 학생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자

(경제69, ㈜하나유통 회장), 배용주 동문(경제

기소개 및 조별퀴즈, 장기자랑, 학과 소모임 공

85, 한국은행 팀장)이 연사로 참석하여 후배들

연, FCP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에게 유익한 강연을 제공하였으며, 약 30여명
의 경제대학 재학생들이 참여하였다.
경제대학 학생회에서는 경제대학 동문 멘토링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매학기 동문 초청 강연

학생회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간식배부

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7-2학기
‘경제인의 밤’ 행사 개최
제18대 경제대학 학생회 E-MAGINE 에서는 지
난 9월 21일 목요일 ‘경제인의 밤’행사를 개최
하였다. 본 행사는 경제대학 교수, 학생, 동문이
함께 자리하였으며, 퀴즈 및 게임, 학업 정보 공
유, 교수와의 대화, 동문과의 만남 등의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어 모든 구성원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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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학 Alumni
2017 경제대학 총동문회 조직도
자문위원

회  장

설이병(51) 권봉도(60) 이종원(66) 이익우(67)
신홍일(69) 지성하(72) 변용희(72) 윤주화(72)
성영목(73) 김승규(75) 김종준(76) 이상연(81)

최양수(78)

부회장
이주형(78, 통계)
이원식(79, 경제)
최종원(79, 통계)
조용두(80, 경제)
최원혁 (80, 통계)
배대훈(80, 농경제)
이수현(94, 경제, 여성)

운영 위원회
전임 회장단
윤영선 회장(76)
노명섭 사무국장(80)
최광재 사무차장(85)
2017 회장 / 임원단
리더스그룹 / 기별 대표
직장 / 직종 / 지역별 대표

임원단

감  사

사무국

황효상
(통계, 79)
한동주
(경제, 80)

국 장
1 차장
2차장
3차장
5차장

나헌남(8 1)
김한균(84)
이기성(87)
이민우(88)
송재창(90)

리더스 그룹/기별/직장(직종/지역)
76~80 김정훈
81~85 나헌남
86~90 최지용
9 1~95 정경오

82 홍성필
83 최원근
84 김철호
85 강태욱
86 최지용

87 이기성
88 임성훈
89 성열산
90 강석제
9 1 정경오

세종 정윤한(84)
하나 서영민(88)
N H 목태균(88)
BOK 송재창(90)

부속위원회
멘토위원회
위원장
신홍일(69)
총무
조갑원(85)
재무위원 조철연(80)
홍보위원회 강태욱(85)
장학위원회 이준상(92)

동호회
등산
회장 오영수
총무 이기성
골프
부회장 고기봉
총무 김일

2016년~2017년 경제대학 동문 동정
이재은(68) 수원시정연구원장 취임

이주형(78) KEB하나은행 상근감사 취임

이남구(82) 감사원 이사관(2급) 승진

김용환(71)

농협금융지주 회장 연임

장택규(78) 한국자금중개 상무이사 선임

신인식(82) NH농협금융지주

조재국(71)

건강보험심사평사원 상임감사선임

이원식(79) 한국재정정보원 초대원장 취임

대전영업본부장 선임

구정모(72) 한국경제학회 회장 취임

유병규(79) 산업연구원 원장 취임

문홍배(83) KDB산업은행 M&A 실장 승진

주명건(73) 앰배서더호텔 그룹 부회장 취임

손충덕(79) 국회사무처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선임

이은수(83) 기계산업진흥회 이사 승진

조명균(75) 통일부 장관 취임

허원웅(79) 농협자산관리 대표이사 선임

박창영(83) 롯데면세점 상무 선임

김정훈(76)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 당선

황효상(79) KEB하나B 리스크그룹장 지주 전무 유임

최요철(83) 한국은행 지역협력실장 승진

육근열(79) 천안 연암대학교 총장 취임

박상춘(85)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감독국장 발령

김종준(76)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선임

유영인(80) 한화케미컬 전무 승진

허봉렬(86) KB손해보험 본부장 승진

박용주(77)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취임

권충원(80) 헤럴드경제 대표이사 취임

목태균(88) NH투자증권 본부장 승진

이윤영(77) 주 네덜란드 대사 임명

김용하(80)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선출

유재훈(89)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조사단장 승진

권혁승(77) 성신여대 산학협력 교수 위촉

홍재은(80) NH농협금융지주 자금담당 상무 선임

신상훈(94) 금융위원회 서기관 승진

김영린(78) NH농협은행 상임감사 취임

김재준(81) NH투자증권

본교 경제대학 초빙교수 위촉

최양수(78) 경제대학 총동문회 회장 취임

WM사업부 대표(전무) 승진

※ 자랑스러운 경제대학 동문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http://ecostat.skku.edu
Tel.02-760-0941~0945 Fax. 02-760-0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