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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령에 의하여 성균관에 3년제 경학과를
설치하다. 역사, 지리, 수학 등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교수임명제와 입학시험제,
졸업시험제를 실시하는 등 학제상
근대교육체제를 확립, 근대대학으로
발족하다.

명륜전문학교 재단과 병합하여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을 설립, 정규단과대학으로
승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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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북방 숭교방 (현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위치)에 성균관을 설립하다.
조선 최고의 국립대학이며
이 정통을 계승한 대학이 바로
성균관대학교이다.

한일합방 이후 성균관이 경학원으로
개편되다.

정경학부를 신설하고
경제학과를 설치하다.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다.

무역입국의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대학원 무역학과를 설립하다.

직장인을 위한 프리미엄 경제 분석
전문인력 양성 요람,
퀀트응용경제학과를 신설하다.

1953

197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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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에 통계학과를
증설하다.

글로벌시대 세계 수준의 경제학도
양성을 위한 글로벌경제학과를
신설하다.

Dean’s Message
인사말
성균관대학교는 6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학문적 전통을 이어받아 미래 우리 사
회의 동량을 육성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제대학이 배출한
탁월한 인재는 경제학과 통계학으로 무장하고 각계각층의 리더로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경제대학이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연구
와 교육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해 교수진과 동문, 학생이 합심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
니다.
경제대학의 학장으로서 저는 우리 삼위일체의 구성원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미래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이 되기 위해 불철주야 학문과 인격의 함양에 힘쓰고 있는
재학생들, 졸업 후 각계각층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경제대학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문, 그리고 국내외 학계와 정책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연구를 주도

경제대학장 김 일 중

하면서도 제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최정상급 교수진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소중한 자산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같은 최근의 변화와 발전을 목도하며 미래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
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미래의 불확실성도 클 것입니다. 경
제대학의 교수진과 학생, 그리고 동문은 미래 사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현재의 영광에 안
주하지 않고 새로운 경제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SKKU
경제대학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융합과 창의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 스
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주도 역량으로 무장된 인재, 공존공영의 가치를 실천하여 주위로
부터 존경받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 있겠습니다.

Facts & Figures
현황

교수			
학과

전임교수

명예교수

합계

경제학과

31

19

50

통계학과

11

4

15

합계

42

23

65

학부생

대학원생

합계

한국인

1,596

175

1,771

외국인

275

117

392

1,871

292

2,163

학생

합계

동문
No. of Alumni

학과
경제학과

12,168

From 1948

통계학과

2,316

From 1964

글로벌경제학과

387

From 2009

퀀트응용경제학과

-

Established in 2020

14,871

-

합계

Departments
학과 소개

경제학과 BK21 FOUR 선정
Economics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는 1948년 7월에 설치되었고 70년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선
도 학문분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교육환경, 활발한 국제교류를 바탕으로 일류대학을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의 커리큘럼은 실제 경제와 사회에 대한 실용적인 이해
를 위한 중점교육과 동시에 경제학의 고전적인 분야부터 트렌디한 세부분야까지 다양한 범위의 경
제학 교육을 제공합니다.

●

경제학과 4단계 BK21 사업 선정
디지털시대 한국경제의 건전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인재양성 교육연구단(단장: 김성현)
연간 9억원 이상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 지원

●

QS world university 세계 100대 경제학과 선정

●

경제학 특강
월가의 유명인사 등 해외 금융 관련 실무자(전문가)를 초청하여 경제학과 학생들에게 경험과
노하우, 실무지식들을 공유하여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기회를 제공

●

국가고시생 다수 배출
2019년도 경제대학 소속 국가고시 합격생 12명(행정고시 11명, 국립외교원 1명)

●
●

Global HCR(Highly Citation Researcher) 확보
경제대학만의 동문연계 풍성한 장학 프로그램 시행
2020 상반기 14종류 총 4.7억원 장학금 지급 및 기부

퀀트응용경제학과 2020 신설
Quantitative Applied Economics
퀀트응용경제학과는 수량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2020년 대학원 과
정(양적 응용경제학)을 시작했습니다. 퀀트응용경제학과는 경제 이론과 경험적 분석 방법론에 대
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해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한 실
증적 분석을 통해 경제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직장인 친화적 운영
신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기업의 재직자, 경력 전환을 모색하는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평일 야간 및 주말 수업 (현업을 지속하면서 프로그램 이수 가능) /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수행으로 졸업 논문 대체 가능

●

집중 과정
1.5년, 정규 학기 3회 + 하계 집중 과정 1회

●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경제데이터 분석 및 결정을 위한 퀀트전문가 양성

통계학과
Statistics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는 1964년에 설치되었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미지의 자연현상과
현대의 복잡한 사회현상을 자료의 수집, 정리, 요약을 통하여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과학적인 판
단을 내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학문입니다. 통계학과에서는
통계학의 원리 및 응용방법의 습득을 통해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한 모든 영
역에서 융통성 있는 교육을 통하여 산업, 경영, 정부 및 과학 등 모든 학문분야와 사회분야에서 필
연적으로 요구되는 통계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이론통계, 데이터사이언스, 응용통계의 3가지 전공 세부영역을 나눈 교과과정을 제공

●

춘/추계 학술논문회 개최
매년 봄, 가을에 한 번씩 연 2회에 걸쳐 춘/추계 학술논문회 개최. 타 대학 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논문 발표 및 토론의 장 제공. 또한 타 대학과의 학문적 교류를 통해 통계적 지식을
쌓고 발전할 수 있는 학술활동을 진행

●

응용통계연구소 운영
1991년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산하 응용통계연구소 설립. 본 연구소는 여론조사를 위한 표
본 설계, 설문지 작성 및 분석, 통계적 현실 문제에 관련된 상담과 교육, 통계학 관련 자료의 수
집과 보급뿐만 아니라 R, SAS, SPSS 빅 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

무역학과 대학원
International Trade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는 기업·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한국 무역의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무역 및 통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79년 설립되었습니다. 무역학과의
커리큘럼은 국제 상거래에 수반되는 무역 관행, 국제 운송 및 물류, 무역 보험, 국제 무역 결제, 서
비스 무역 및 FTA 등에 대해서 경제 및 법률적 관점의 다양한 무역학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다국적 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념 및 다양
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

국제 상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적 무역학도 양성

●

무역 및 통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능력 향상을 토대로 해당 분야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제고

●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글로벌경제학과
Global Economics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는 성균관대학교의 7개 중점학과 중 하나로 ‘창의적 문제해결 능
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 설립되었습니다. 글로벌경제학과는 기
존 경제학 과목들의 핵심이론을 충실히 교육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국제기구, 글로벌기업, 금
융(빅데이터), 공공부문 등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차별화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

기숙사 지원
글로벌경제학과에 신입생은 신입학 첫 해에 한하여 학기당 100만원 한도 1년의 지원금을 지급

●

복수학위/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복수학위(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 4개교), 교환학생(네덜란드, 독일 등 2개교) 프로그램 운영
해외 교환학생 파견자 중 기준 충족자에게 장학금 지원

●

고시, 취업 설명회 및 선배 초청 특강
고시, 취업 설명회 및 선배 초청 특강을 개최하여 각계에 진출해 있는 선배들을 초청하여
현장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을 통한 체계적인 진로준비

●

국제학술대회 개최
해외의 명문대학들과 학부생들이 독창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동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 경제학 여러 분야의 심화된 연구를 희망하는 재학생이 팀을 이루어 참석.
해외대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보험계리학과
Actuarial Science
현재 보험계리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교수진과 함께 최고 수준의 국제화된 교육이 진행되고
수업과정의 대부분이 원어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국제 보험계리사로서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및 국외 인턴쉽 과정의 기회가 제공되고 인턴쉽 제도 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실무적 능력을 배양하고 실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학기 기간이 아닌 방학에는 국내 계리인 시험
및 미국 계리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Intensive Course가 제공됩니다. 국내 계리
인과 미국 계리인 시험 합격 시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계리부서, 리스크 관리팀, 재무관
리팀, 상품개발팀, 금융컨설팅 회사 등에 최고 수준의 대우로 취업이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준회
원(ASA), 정회원(FSA)으로 나아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Society of Actuaries에서 승인한 VEE 인증이 가능한 교육기관

●

국내, 해외 인턴쉽 제도 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의 실무적 능력을 배양 및 실습경험 제공

●

방학 중 Intensive Course 제공을 통해 미국 계리인 시험 대비

Alumni &
Givings

Honor’s Club
권봉도

정서진

동문기부

60 경제, (주)현대통상 대표이사

(고)정호 회장(58 경제) 자, (주)화신 사장

김병학

지성하

58 경제, (재)문봉장학재단 이사장

72 경제, 삼성물산 前사장

박준용

채수삼

경제학과 교수(전), 문행석좌교수(현)

63 경제, (주)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즈 회장

신금재

최규백

60 경제, 금송전기(주) 대표이사

76 경제, (주)CS 부회장

윤용택

최수군

59 경제, 총동창회/센트리온홀딩스 회장

63 경제, (주)두양 회장

※ 고액 기부자

이원길
61 경제, (주)서원유통 회장

Scholarships
장학금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은 아래의 13개의 장학금 이외 성적우수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경제학과 60학번 장학금

02

서원유통 이원길 장학금

03

김정훈 동문 장학금

04

이기형 동문 장학금

05

현대통상 대학원 학술장려금

06

문봉 대학원 학술장려금

07

우석정호 장학금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매년 2명, 수업료 전액(2개 학기)

매년 5명, 200만원 정액(1개 학기)

매년 1명, 학기당 150만원 정액
(2개 학기)

매년 2명, 200만원 정액
(1개 학기)

매 짝수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1명,
500만원(4개 학기)

매 홀수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1명,
수업료 전액(4개 학기)

08

통계학과 장학금

09

원명 남궁평 장학금

10

이종원 해외유학 장학금

11

윤영선 장학금

12

92학번 곽진용 동문 장학금

13

통계학과 전공진입자 1명,
수업료 전액(1개 학기)

통계학과 석사 1명, 200만원 정액
(1개 학기)

최고 대학 Outbound 1명,
1,000만원 정액

대학원 진학하는 학부생 2명 선발
(매년), 500만원(1개 학기)

2명, 250만원 정액,
소득 및 생활형편기준(1개 학기)

76학번 최규백 동문 장학금
2명, 200만원 정액,
소득 및 생활형편기준(1개 학기)

매학기 20명, 수업료 반액
(1개 학기)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다산경제관
Tel: 02-760-0942 Fax: 02-760-1170 ecostat.skk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