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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가족 여러분

드디어 2년 반 만에 이번 가을학기 들어 학교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예전의 활

기찬 캠퍼스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각

종 동아리 활동, 학교 행사와 축제 등은 그동안 억눌려왔던 열기를 폭발시키며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대학도 이제 대면 수업이 다시 돌아왔고, 세미나 및 각

종 학회 등 오프라인 행사들로 바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에는 근 3년 만에 대면

으로 성대한 졸업식이 열렸고 대학원 신입생 환영회, 학부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시행하지 못했던 글로벌 행사들도 여럿 있었

습니다. 해외 저명대학 교원 초청 시리즈의 하나로 미국 브라운 대학의 데이빗 와일 교

수를 초청하여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인구학과 환경학 강의가 열었고 블랙-숄즈 모형으

로 유명한 마이런 숄즈 노벨상 수상자를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파이낸스의 미래에 대한 

특강을 열었습니다. 또한 10월에 열린 제2회 SKKU International Conference의 일환으

로 UC Berkeley 대학의 저명한 국제경제학자인 옵스트펠드 교수님을 온라인으로 모시

고 글로벌 달러 사이클에 대한 강의를 열었습니다. 

요즈음 세계 경제를 돌아보면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갈등 등 계속되는 글로벌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를 어려움 속으로 밀어 넣

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혼선을 빚는 여러 정책은 경제에 도

움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저성장 추세,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 이에 따른 각종 연금 

문제 등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으로 일어나는 

각종 금융시장의 문제점 등 당면한 경제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학이 더 

중요해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있는 경제학자를 배출해야 하는 경제대학의 역할

도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THE 랭킹 등 여러 대학 순위에서 성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만 우리 경제대학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순위가 상승하는 등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

는 각종 장학금 등으로 저희 학생들을 도와준 동문의 도움과 그만큼 저희 교수진이 연

구와 교육에 온 힘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가 만족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대학원생 충원도 늘려야 하고, 

학부 교육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교수들의 연구실적도 더 발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최상위권 대학으로 세계적인 경제학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대

학 교수, 학생, 행정실 모두 새로운 각오로 도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

기 위해선 동문 여러분들의 획기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으로 

학생들끼리, 동문끼리, 교수들과 동문 간 모일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는 경제대학이 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야

말로 우리 경제대학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최정상의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장   김 성 현



05

04

경제대학 
Facts & Figures

Facts & Figures 현황

학과 학부생 대학원생 합계

경제학과 839 46 885

통계학과 269 66 335

글로벌경제학과 555 - 555

퀀트응용경제학과 - 60 60

합계 1,663 148 1,811

학과 전임교수 명예교수 합계

경제학과,글로벌경제학과 32 19 51

통계학과 11 4 15

합계 43 23 66

학과 No. of Alumni

경제학과 12,168 From	1948

통계학과 2,316 From	1964

글로벌경제학과 413 From	2009

퀀트응용경제학과 21 Established	in	2020

합계 14,918 -

학 생

교 수

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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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우석정호장학금 수여식이 10.26(수) 다

산경제관 2층 32208호에서 진행되었다. 회사일정으로 부

득이 참석하지 못한 정서진 ㈜화신 대표이사 사장을 대

신하여 김준영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이사장과 김성현 경

제대학장이 우석(愚石)정호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영 이사장과 김성현 학장을 비롯하여 

이동원 글로벌경제학과장(겸 경제학과장), 박민수 퀀트응

용경제학과장 등 학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행사의 주인

공인 장학생 16명이 참석하였다.

우석정호장학기금은 재학생 후배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출연되었으며, 201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41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경제대학 17명, 경영대학 3명 총 20명에게 4,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김성현 학장과 김준영 이사장이 축하

의 말을 건넸다. 김준영 이사장은 “장학생들이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해 뛰어나게 활약하길 바라며, 故 정호 회장

의 뜻을 이어 우리 대학과 사회의 기둥이 되기를 기대한

다.”는 말을 전했다.

이어 장학생 대표 경제학과 민형인 학생이 소감을 발표

하였다. 민형인 학생은 “우석정호장학금 수여는 배려와 

상생의 가치를 일깨워준 기회이자, 스스로를 돌아보고 발

전하게 하는 소중한 원동력이었다.”며 故 정호 회장과 정

서진 사장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 뜻에 기여하고자 함을 

밝혔다.

경제대학 
News

  2022학년도 2학기 우석정호장학금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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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 경제대학 학위수여식이 지난 2022년 8월 23

일(화) 14시, 본교 600주년기념관 5층 조병두홀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경제대학 학위수여식은 2019년도 이후 3년만

에 개최된 오프라인 학위수여식으로 뜻 깊은 축하의 자리

로 진행되었다.

교기 입장을 시작으로 경제대학 김성현 학장, 최재홍 경제

대학 총동문회장, 이동원 글로벌경제학과 학과장, 박민수 

퀀트응용경제학과 학과장, 김현철 국제통상학연계전공 학

과장, 이진형 교수, 최재성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

었다. 특히 경제대학 학위수여식에는 참석한 모든 졸업생

들이 직접 경제대학장으로부터 학위증을 수여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152명, 석사 58명, 박사 6명 총 

216명 (퀀트응용경제학과 17명 별도)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김성현 경제대학장은 "본교에서 보고 배운 지식과 경험들

이 성공을 위한 반석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값진 졸업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하였다.

  2022년 여름 경제대학 학위수여식 성료    해외저명대학 교수 초청 

특강시리즈 (David Weil 교수)

해외저명대학 교수 초청 글로벌 수업은 본교 교원과 해외저

명대학 교원이 함께 만드는 수준 높은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

공하여 본교 교육 수준 제고 및 글로벌 학습 플랫폼을 구축

하고, 이를 통해 해외저명대학 교원 간의 공동연구를 추진하

는 등 글로벌 연구 플랫폼 구축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올해

부터 진행하고 있다.

해외저명대학 교수 초청 글로벌 수업은 본교 교원과 해외저

명대학 교원이 함께 만드는 수준 높은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 

공하여 본교 교육 수준 제고 및 글로벌 학습 플랫폼을 구축 

하고, 이를 통해 해외저명대학 교원 간의 공동연구를 추진하 

는 등 글로벌 연구 플랫폼 구축의 토대 마련을 위하여 올해

부터 진행하고 있다.

경제대학은 Brown University의 James and Merryl Tisch 

Professor of Economics인 David Weil 교수를 강연자로 초

청하였으며, 그는 Economic Growth, African Successes 등

의 저서를 저술하고American Economic Review,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등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다수의 논

문 게재한 바 있다. 

David Weil 교수는 인구변동의 역사(이론 및 실증), 인구와 

경제성장의 동학, 인구구조의 전환, 출산율 저하 현상 및 관

련이슈에 대해 특강하였으며, 글로벌경제학과 정연하 교수의 

Economic Development 수업에서 해당 특강을 주관하였다. 

교기와 함께 입장하는 경제대학 교수진

학위수여식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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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2  경제대학 학술대회:  SKKU  ACE (Annua l 

Conference on Economics) 시상식이 지난 9월 15일 본

교 다산경제관 32208호에서 개최되었다. 경제대학 학우

들의 성원에 힘입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경제대학 학술대회는 “SKKU ACE(Annual Conference 

on Economics)”로 대회명이 변경되었다.

2022 SKKU ACE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경제학

과 통계학 분야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2 SKKU ACE는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학술대회 신청 접수를 받은 뒤, 약 2

개월 동안 논문을 작성하여 경제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최종 심사를 받았다. 김성현 경제대학장은 학술

대회 제출 논문들이 모두 수준 높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

았다. 올해 학술대회 시상식에는 김성현 경제대학장과 이

동원 경제•글로벌경제학과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

었다.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논문상은 <Forecasting 

Inflation and Economic Recession: Comparison of 

Econometrics and Machine Learning>을 주제로 하여 이

시원(글로벌경제 21) 학생이 수상하였다. 우수 논문상은 <

이상치 탐지를 이용한 쓰레기 매립지 입지선정 및 향후 

토지 이용 방향>을 주제로 이지윤(통계 20), 서희나(통계 

20), 윤경선(통계 19)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이하 동일한 

상으로 <긱 이코노미가 기존 노동시장의 구인난에 미치

는 영향>을 주제로 강인성(경제 18), 김재헌 (글로벌경제 

18) 학생이 수상하였다. 본 시상식에는 상장 수여 이후 수

상자들의 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아울러 경제대학 졸업생 대표 답사자로 경제학과 유진영 

박사, 경제학과 김윤빈 학생이 답사를 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난관이 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으

로 도전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졸업생들의 학위수여를 축하하기 위하여 경제대학 

교수진을 비롯하여 많은 학부모, 지인들이 참석하였으

며 졸업생들이 부모님과 교수진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학

위모 모자를 날리는 학위모 세레머니를 진행하며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2022 SKKU ACE(Annual Conference on Economics) 성료

학위모를 날리는 졸업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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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한 현 경제대학 학생회 이상(이하‘이

상’이라 칭함)은 6월부터 다 차례 집행국 회의와 단위운영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학술대회에 관한 학생회원과 학

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이상은 경제대학 

학우들이 직접 경제학과 통계학 지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발표하는 훌륭한 학술 교류의 장을 제공하였다. 시상식 종

료 이후, 이상은 본 학술대회가 앞으로 경제대학의 연례행

사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학술대회는 경제대학 행정실 및 여러 교수님과 학장님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행정 지원, 학술 지원이 있었기에 성

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제1회 SKKU- S&P Global – RootN 글로벌 퀀트투자 대회 개최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와 RootN Global Investors

의 후원 하에 본교 경영대학, 경제대학 학생들의 퀀트투자 

아이디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지난 6월 13일 1

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7월 22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학

생 중 5팀만이 결선에 진출하였다. 8월 18일 결선 진출팀

들이 모여 최종발표회를 가졌으며, 치열한 경쟁을 거쳐 대

상, 금상, 은상 각 1팀 및 Finalist 2팀이 결정되었다.

이번 퀀트투자 대회는 퀀트 투자(주식, 채권, 파생상품, 원

자재 투자) 아이디어 제안 (블록체인과 대체자산은 제외) 

혹은 DCF로 상장주식 종목 추천을 주제로 자유롭게 아이

디어를 공모하였다 

총 101명(총 27팀)의 학생들이 참가 신청하였고, 최종 결과

물을 제출한 14팀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5팀이 결선발표에 

참가했다. 결선발표회는 글로벌경영학과 김영한 교수의 사

회로 진행되었으며, 심사자로 RootN Global 이현준 대표, 

RootN CIO 윤만중, S&P Global 박희정 부장, Invesco 홍

콩 성창환 박사가 날카로운 업계의 시선으로 학생들의 아

이디어를 평가하였다.

심사에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S&P Global 정희경 부장, 장

푸르메 RM, 김규범 과장이 참석하여 함께 의견을 공유해 

주었다. 결선발표는 일부 팀을 제외하고 모두 영어로 진행

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발표자 외 1인만 결선발표장에 

참석 가능했지만 Zoom 접속을 통해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나눌 수 있었다.

대상팀은 S&P Global에서 후원한 아이패드 및 상패를 받

았으며, 2, 3등 및 결선진출팀도 소정의 상품을 수여받으며 

2개월간의 대회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영예의 대상은 The 

퀀트투자아이디어 공모전 설명회(22.06.13)

퀀트투자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발표(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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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 Momentum Strategy’에 대해 발표한 Lambda_

Rho 팀(경제학과19 장건욱, 통계학과19 김준령, 경제학과

19 우현정, 경제학과17 조민규)이 수상하였다.

대상팀은 “퀀트투자 공부는 ‘무엇이 정말 의미있는가?’

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한

다”며 “단지 투자에 관한 지식보다, 넓은 틀에서 무형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갔던 이번 연구는 저희 팀에게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상팀에게는 

RootN Global 인턴십을 위한 인터뷰 기회를 제공하여 추

후 퀀트 업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상을 수상한 Delta_Mu 팀은 “짧은 기간이지만 팀원들

과 함께 전략을 수립해 나가며 퀀트라는 분야를 다시 알

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저희 팀원들 개개인의 진로에 대

해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

했다.

아울러 은상을 수상한 Upsilon_Eta팀은 “유일무이하게 

DCF부문에 출전하였는데, 다른 참가자분들의 발표와 피

드백을 들으며 퀀트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다. 금융권의 

중심에 계시는 멋진 심사위원분들과 애써주신 교수님들

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열정적인 피드백과 좋은 대회 

열어주신 김영한 교수님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심사에 참여한 S&P Global 박희정 부장은 기대보다 학생

들의 발표 수준이 높은 점이 상당히 놀라웠으며 앞으로 

퀀트업계의 미래가 밝은 것 같다고 심사평을 남겼다. 본

교 경영 및 경제대학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

고 현업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전과 대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수상자 명단]

No Team Name 수상내역 성명 학과(학번)

1

Lambda_Rho 대상

장건욱 경제학과(19)

2 김준령 통계학과(19)

3 우현정 경제학과(19)

4 조민규 경제학과(17)

5

Delta_Mu 금상

김기주 경영학과(18)

6 장기윤 글로벌경제학과(17)

7 강병국 글로벌경제학과(19)

8 조성민 글로벌경제학과(20)

9

Upsilon_Eta 은상

황재영 경영학과(20)

10 이규원 경영학과(18)

11 유연재 국제통상학과(19)

12 권민석 글로벌경제학과(17)

13

Omega_Nu 결선진출

황인준 글로벌경영학과(18)

14 강동헌 글로벌경영학과(18)

15 이호현 글로벌경영학과(18)

16 성명준 글로벌경영학과(18)

17

Nu_Psi 결선진출

장정훈 글로벌경영학과(16)

18 김동현 경제학과(15)

19 현재식 글로벌경영학과(16)

퀀트투자아이디어 공모전 심사모습(22.08.18)

퀀트투자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기념촬영(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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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경제대학 Dean’s L is t  수여식이 

10.26(수) 다산경제관 2층 32208호에서 진행되었다. 

Dean’s List는 평점 4.4이상, 특정 기준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며, 2022-1학기에는 경제학과 

63명, 통계학과 17명, 글로벌경제학과 46명으로 총 126명

이 선발되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성현 경제대학장이 참석하여 학생들에

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성현 학장은 “학점이 대학생활

의 전부는 아니지만, Dean’s List 수여가 가지는 의미에 자

부심을 느끼고 학업에 더욱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기 바란

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또한 수여식에 참석한 Dean’s 

List 수상자들을 한명씩 호명하며 Dean’s List의 의미를 되

새겼다.

이어 경제학과 박소현 학생, 통계학과 고경현 학생, 글로벌

경제학과 김유현 학생이 대표로 증서를 수여받고 소감을 

발표했다. 박소현 학생은 “Dean’s List가 2019년 이후 재개

된 시기에 경제학과로 전공 진입하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돼 행운이었다. Dean’s List 수여를 통해 동기부여가 되었

고 학업에 더욱 정진하겠다." 며 수상의 영광을 전했다.

고경현 학생은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과 지난 학

기를 응원해준 지인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는 통계학 전공과목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

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Dean’s List를 수상할 수 

있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김유현 학생은 “Dean’s 

List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기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불

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지우고 관심 있는 분야에 더욱 정

진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번 Dean’s List 수상을 통

해 확신을 얻고 목표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며 학우들

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이날 Dean’s List 수여식에는 80여 명의 경제대학 학생들

이 참여하였다. 경제대학 Dean’s List는 지난 2019년 이후

로 3년 만에 진행되었다.

  2022학년도 1학기 경제대학 Dean’s List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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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

학과별 소식

경제학과 
소식

Economics

College of 
Economics

경제대학 학생회와 경제대학 총동문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11기 경제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이음’의 발대식이 지난 9월 16

일(금) 국제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한 경제대

학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후배 커뮤니티 발전과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

였다. 그동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왔

으나, 올해는 국제관 5층 리셉션 홀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

었다.

정현진 경제대학 학생회장은 제11기 경제대학 멘토링 프로그

램 발대식을 개회하며 “비대면이 주가 되던 시기에서 벗어나 

우리가 알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 멘토링인 만큼 올 한 해가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멘토링의 발전에 중요한 해가 되는 것 

같다.”며 “최적화된 프로그램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하였다.

    제11기 경제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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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대식에서는 조준모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 김

성현 경제대학장, 최재홍 경제대학 총동문회장과 초기 멘

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한 동문 선배가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였고, 특강을 준비하여 재학생 멘티들에게 진로와 멘토

링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조언을 주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전 기수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

상식도 진행되었다. △최우수멘토상 △최다이음상 △청년

멘토상 △공로상 등 네 부문에 대하여 수상이 진행되었고, 

최우수 멘토상은 멘토 김기연(경제 85), 멘티 조장 최유림

(경제20), 멘티 조원 김민아(경제 20), 전기범(경제 20), 최

다 이음상은 멘토 강경민(경제 91), 멘티 조장 백민아(통계 

20), 멘티 조원 김현빈(통계 20), 김지원(경제 20)이 수상하

였으며, 청년 멘토상은 멘토 최민식(경제 13), 멘티 조장 박

예성(글로벌경제20), 멘티 김지원(경제 20), 공로상은 제22

대 경제대학 학생회 ‘E:SEUL’, 학생회장 심효재(경제 19), 

부학생회장 진민채(통계 19), 전략기획국장 서미경(통계 

19), 사무재정국장 김지희(경제 19), 미디어홍보국장 장채윤

(통계 19)이 수상하였다.

제11기 경제대학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 한 명과 멘티 2

인을 한 조로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다. 멘티 조장은 매번 

멘토링 활동 이후에 간단한 후기를 작성하여 멘토링 밴드 

‘이음 밴드’에 업로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해당 후기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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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경제대학(김성현 경제대학장)의 Global Finance 

Research Center(센터장 류두진 교수)는 2022년 2학기

부터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RMIT)의 

Jonathan Batten 교수와 University of Virginia(UVA)의 

Robert Webb 연구석좌교수를 각각 수석연구원으로 임용

하였다. 금번 해외석학 초빙 및 임용은 학교법인 성균관대

학(김준영 이사장)과 교무처(조준모 부총장 兼 교무처장), 

그리고 기획조정처(이준영 기조처장)의 “글로벌 리서치 플

랫폼(Global Research Platform)”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

졌다.

Batten 교수는 현재 Business/Finance 분야 Q1 SSCI 

학술지인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Money(IF=4.217)의 편집장(Editor-

in-Chief)이며, 상위 1% Top SSCI Journal인 Finance 

Research Letters(IF=9.848)의 공동편집장(Co-Editor)이

다.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Emerging Markets)

에 대한 전문가로써, Emerging Markets Review(SSCI, 

IF=4.359)의 선임편집장(Senior Edior)을 담당하고 있다. 

학계 경력 뿐 아니라, Asian Development Bank, Bank of 

Tokyo,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그리고 Reuters

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 현업에 식견

이 높다. 2002년부터 3년간 대한민국 정부 초청(Korean 

Government Fellowship)으로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임용

되어 재무금융을 가르치며 우리나라와 인연을 맺었다.

Webb 교수는 1998년부터 2021까지 24년간 파생금융상품

분야 권위지인 Journal of Futures Markets(SSCI)의 편집

장을 담당하였다.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Eugene Fama와 Myron Scholes

를 사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뒤, Loyola University of 

Chicago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교수를 거

쳐, 현재 Business/Finance 분야 미국 Top 10 Business 

School인 UVA McIntire School of Commerce에 교

수로 재직중이다. World Bank와 Chicago Mercantile 

Exchange(CME Group)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로 재직하였으며, 美 백악관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어, 금융산업과 시장 현

업은 물론, 정책과 국가 아젠더(Agenda)에도 안목을 갖

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9년부터 3년간 World Class 

Universit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에서 투자이론 및 금융실무와 첨단금융을 가르치

며, 국내 학계와 교류하였다.

경제학과 류두진 교수는 “Jonathan Batten과 Robert 

Webb 교수는 저의 공동연구자이자 20년 지기 친구

(friend)이다. 우리대학의 국제교류 및 국제연구협력을 위

해 출범한 글로벌 리서치 플랫폼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두 

분 석학 교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재무금융 분야의 

Top-tier SSCI 학술지 Editor를 우리대학의 연구원으로 임

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우리대학은 해외

저명대학 교수는 물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꾸준히 초

빙하여 세계 최정상급의 연구와 교육을 수행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경제대학 Global Finance Research Center  

해외석학(Jonathan Batten, Robert Webb) 임용

(왼쪽부터) 류두진 교수, Jonathan Batten 교수, Robert Webb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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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성균관대 총동창회, 경제학과BK21

교육연구단(김성현 교육연구단장) 그리고 성균노벨상 후

보 후원회가 주관한 제6차 성대명륜(明倫)강좌 노벨경제

학상 수상자 마이런 숄즈(Myron Scholes) 교수(Stanford 

University)의 특강이 지난 9월 7일(수) 성료되었다.

숄즈 교수와 단독으로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특별 석학대

담을 진행했던 김준영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된 금번 특

강에는 600주년기념관 3층 제1회의실에 차동옥 총동창회 

총괄부회장, 조준모 부총장, 김성현 경제대학장, Raunaq 

Pungaliay GSB 부학장, 그리고 경제대학과 학부대학 학

생들이 참석하였으며, 중앙일보 및 한국경제 기자단과 금

융기관 현업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600명이 넘는 청중이 

온라인 Zoom으로 참여하였다.

재무금융(Finance)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모형이자 수학

적으로 아름다운 모형으로 평가받는 블랙-숄즈 모형의 

창시자이지만, 금번 특강에서는 우리대학 인문사회 및 자

연과학 캠퍼스의 모든 신입생을 고려하여, 단 하나의 수

식도 없이 금융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알기쉽게 정리하

였다. 고전적인 주제인 위험(Risk)과 상장지수펀드(ETF) 

부터 최근 화두인 ESG와 금융혁신은 물론, 아인슈타인과 

물리학의 개념을 소개하며 인공지능, 핀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의 융복합 주제까지 포괄하여, 금융의 미래(The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런 숄즈 교수, 성대명륜(明倫)강좌 특강 성료

▲ (좌측 상단부터) 숄즈 교수, 김준영이사장, 차동옥 총동창회 총괄부회장, 조준모부총장,
김성현 학장, 류두진 교수, Robert Webb 교수, Jonathan Batten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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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라운지 개소식이 9월 16일(금) 다산경제관 4층에

서 개최되었다. 다산경제관 4층 32425호에 마련된 학생

연구라운지는 스마트TV모니터가 설치된 4개의 세미나실

과 전기 콘센트가 설치된 105개 좌석의 열람실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준모 (인)부총장, 배상훈 학생처장, 김

성현 경제대학장을 비롯하여 경제대학, 유학대학 학생회

장단 및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대표 최희재 원우, 사범대

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

었다.

학생연구라운지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등 도서관 출입이 

가능한 학내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

은 매일 07:00부터 22:00까지이다. 열람실은 전좌석 발권

제로 운영되며 세미나실은 예약제로 운영된다.

Future of Finance)에 대해 통찰력 있는 전망을 제시하

였다.

강연 직후에는 마이런 숄즈 교수와 우리대학 Global 

Finance Research Center(센터장 류두진 교수)의 수석

연구원인 Robert Webb 美 버지니아大 연구석좌교수와 

Jonathan Batten 濠 왕립공과대학 교수(Editor-in-chief,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and Money, SSCI)와 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었으며, 김

대한 경제학과 학부생과 손재민 유학동양학과 학부생의 

현장 질문이 있었다.

금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특강 시리즈를 기획한 경제

학과 류두진 교수는 “금번 특강에서 보여지듯, 학문간 

장벽이 허물어졌고 학제간 융합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

고 혁신적인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경영경제계열 학

생들뿐 아니라 이공계열 학생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스탠포드大, 시카고大, 그리고 MIT에

서 가르쳐오신 숄즈 교수님이 성균관대 학생들의 날카

롭고 수준높은 질문에 큰 감명을 받으셨다.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의 학생들 보다 더 큰 잠재력이 보여, 이번 특

강과 우리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

(Questions were great and I enjoyed answering them 

as well!)고 전하셨다. 앞으로 우리대학은 숄즈 교수님을 

포함하여 지식의 최전선에 서있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및 해외 석학과의 공동교육과 공동연구를 꾸준히 추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다산경제관 4층 학생연구라운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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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진학설명회가 2022.10.5.(수), 다산경

제관 32211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진학설명회는 경제학

과와 경제학과BK교육연구단이 주관하고 경제대학학생회

(경제학과학생회&글로벌경제학과학생회)와 일반대학원 경

제학과 학생회 그리고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50여명의 

학생들이 함께 하였다.

1부로는 김성현 경제대학장이 경제학과 대학원 학과장으로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비젼,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

학과의 우수성, BK사업에 선정된 경제학과의 대학원 학생

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항 등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

되었다.

2부에는 현재 경제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병호(석사4

기), 최규진(석사3기), 윤병운(석사1기)가 참석하여 진학동

기와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 현재 대학원 생활 그

리고 진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질의 응답 시

간을 통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진학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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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소식

    통계학과 원명장학금 및  

총동창회장학금 수여식 개최

통계학과는 8월 30일(화)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다산경제관에서 

원명장학금 및 총동창회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장학금 수여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을 포함하여 교수 및 통계

학과 동문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학과장인 홍종선 교수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두 종류의 

장학금과 선발 과정을 소개하고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의 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원명장학금은 학과의 명예교수인 원명 남궁평 교수가 장학기금

을 조성하여 2011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생을 대상으로 매 학년

도 2학기에 1명을 선정한다. 이번에는 박지은 학생(석사 2기)이 

선정되어 원명 교수가 직접 시상하였다.

통계학과 
소식

Statistics

College of 
Economics

▲ 남궁평 명예교수와 박지은 석사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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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계학과 총동창회장학금은 지금껏 모금한 약 2억여 

원의 발전기금을 기반으로 매 학기에 학부생 2명을 선정하

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학과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

사하여 신청자 14명 중 김수인(2학년)과 서유진(3학년) 학생

이 선정되었고 최종원 동창회장이 시상하였다.

통계학과는 교수대 학생 비율, 교수 연구 논문, 연구비 수주 

등 기준을 바탕으로 세계 100위권의 우수학과이지만 통계학

과 자체 장학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동문들과 학과 교

수들이 뜻을 모아 꾸준히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난 학기부

터 후학에게 뜻깊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홍종선 학과장은 “앞으로 더욱 많은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명장학금과 총동창회장학금 선발 장학생 

수를 증원하고 장학금액도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상의 모든 사건과 현상들은 언뜻 보면 규칙없이 무질서 

속에서 일어나곤 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를 하나하나 수치화

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규칙을 

발견하곤 한다. 이렇듯 통계는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사용되

고 있다. 이번 동아리탐방에는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의 통

계 분석 학회 P-SAT을 취재했다. 인터뷰는 P-SAT의 학회

장 박이현(통계 16) 학우가 맡아주셨다

 학회 소개를 해주세요. 

P-SAT은 통계학과에 소속된 통계 분석 학회입니다. 다양한 

학회원들이 탄탄하게 쌓아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15년째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매년 공모전에 나가 수상하기도 하

며, 통계 분야에 진출한 많은 학교 선배들과 유기적으로 끈

끈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학회입니다.

 P-SAT만의 특색은 어떤 것이 있나요? 

통계학과 특성상 인원이 많지 않은데, 그 안에서 통계 분석 

학회로서 과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통계에 대해 깊게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인 것 

같아요.  다른 학회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커리큘럼을 가지

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학회원들이 많은 것을 배우

고 익힌 뒤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

어요. 마지막으로, 학회 안에서 팀별로 데이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각 팀별로 각자 원하는 주제를 정해서 실

제 데이터를 분석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 학회의 특색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활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활동 처음 3주 동안은 클린업 기간이에요. 학회에는 딥러닝, 

범주형 자료 분석, 선형대수학, 데이터 마이닝, 시계열 자료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찾다, 통계 분석 학회 P-SAT

김수인 학생, 최종원 동창회장, 서유진 학생(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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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회귀 분석팀 이렇게 총 6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

는데 각 팀별로 다루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깊게 이론적으

로 학습을 하고 매주 금요일날 세미나에서 팀별 발표를 하

는 식으로 총 3주간의 클린업 기간이 진행됩니다. 그 후에

는 전 질문에서 말했듯 각 팀별로 주제를 선정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주제 분석 기간을 갖습니다. 활동 중간중간에는 

코딩 실력을 키우고 컴퓨팅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학회장 

팀에서 패키지 문제들을 출제하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세

미나 시간에 대학원에 가신 선배나 현업에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계신 선배 등 여러 선배들과의 멘토링을 진행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P-SAT에 들어올 수 있나요? 

현재 지원 자격 요건은  통계학과 원전공생이거나 통계학

과 복수 전공생이어야 합니다.  의무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정해 웬만하면 두 학기가 남은 학우 들을 대상으로 선발하

고 있어요. 모집 인원은 보통 15명 내외로, 모집은 매 학기 

초에 이루어져요.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홍보

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다시 개강 후 인문관 쪽

에 별도로 부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홍보를 진

행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지원서 접수를 해 면접을 본 뒤 

선발되면 저희 학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점이 힘들었고, 올해에는 어떻게 

진행중이신가요? 

인원제한으로 인해 팀이 아닌 전체로 대면해서 모이는 세

미나나 활동들이 없다보니까 팀 외의 다른 학회원들과 가

까워지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로 화상으로 활동

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죠. 올해부터는 다시 금요일마다 다

같이 대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회식도 하고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MT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선

배님들과의 소통도 이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 더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재개되는 오프

라인 학기인 만큼 신경써서 탄탄하게 준비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우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P-SAT은 열정 넘치는 학회원들과 잘 짜여진 커리큘럼으

로 통계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학회입니다. 같은 분야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학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

과 후의 느낌이 다른, 굉장히 얻어갈 게 많은 학회라고 말

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하실 수 있다면 많은 지원 부탁드

리고 특히 오프라인 활동을 재개하는 만큼 많이 기대해 주

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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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은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유일

한 통계 분석 학회로 통계학적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학회이

다. 10월 28일(금) 퇴계인문관 32420호에서 최종원 통계학

과 동창회장이 P-SAT 소속 학생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응

원하는 의미에서 50만원의 연구지원금을 전달하였다. 연

구지원금은 연구성과에 따라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P-SAT 은 김찬민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아 학생들의 연구

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전달식은 박이현 P-sat학회장, 

임원진 홍지우, 정희철, 윤지영, 김현우, 조웅빈, 유종석 학

생과 통계학과 교수진이 참여하였다. P-sat학회장 박이현 

학생은 “저희 P-sat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수한 통계 및 데이터분석을 위해 

학회원 모두가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이뤄내도록 하겠습

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통계학과 동문회, 통계 분석 학회 p-sat 장학금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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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소식

    글로벌경제학과 2학년팀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인터뷰

출처: 성균웹진:성대생은 지금 498호(22.09.01.)/ 일부내용 축약

도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큰 도움이 되는 법이다. 이들은 성균관대학교 교내 학회에서 팀 

'금리상담소'를 결성하여 한국은행 주최 통화정책경시대회의 지

역예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회를 

준비한 팀이지만 이들 모두 입을 모아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싶다고 한다. 

 통화정책 경시대회가 뭔가요.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한국은행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통화정책 

관련 경제 이론, 현재 거시적 경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 대학생들이 직접 우리나라의 통화정책방향을 수립해보는 대

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5월 예심, 7월 지역예선대회, 8월 전국결

선대회 총 세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대회에 4인 1팀

으로 참가했고, 지역예선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회 예심과 예선대회에서 주어진 각 주제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수월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예심과 지역예선대회에서 주어진 각 주제의 공통점은 '기준금리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기도 했고 그 상승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었어요. 근원인플레

이션율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글로벌경제학과 
소식

Global Economics

College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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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에 저희는 주요 키워드를 ‘물가’로 잡았습니다. 이후 

팀으로서 이승덕 교수님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교수님께선 

대회를 준비할 때 시장의 생산량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따라

서 대회의 모든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 관점에서 바

라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대회 예심과 예선대회 각 결과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

으며 해당 주제 혹은 내용을 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곽다연 : 이번 대회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는 

‘물가안정’이었습니다. 예심에서는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를 골라 그에 관한 내용

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방식이라서 물가안정을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의 이자부담에 미치는 영향

을 추가로 덧붙임으로써 저희의 주장을 보완했습니다. 예선

에서도 7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 물가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긴 했으나, 예선에서는 예심과 달리 

경기안정과 금융안정 부문까지 자세히 다뤄 좀 더 거시적인 

접근법으로 빅스텝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곽다연 : 다른 팀들과 차별화된 점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힘

들었습니다. 저희 팀이 예심에선 0.25bp 인상을, 예선에선 

0.5bp 인상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다른 팀들도 저

희와 똑같은 주장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대학생이 사용

할 수 있는 분석 방법도 제한적이라고 생각해 다른 팀과의 

차별화된 요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계속 고민했던 기

억이 나요. 

김도현 : 중요한 이슈로 정한 한 가지를 위주로 분석했던 예

심과는 달리, 지역예선은 물가, 경기, 금융 등 거시경제 전반

을 살펴야 했어요. 특히 금융안정 부분은 용어가 생소하고 

실물경제와는 다르게 삶에서 체감하기도 어려워서 분석 과

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국 42개 대학에서 75개 팀이 참가하는 큰 대회에서 우

수한 성적을 거두실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합니다. 

곽다연 : 저는 좋은 팀원들과 함께 했기에 수상 할 수 있었

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를 준비할 때 ‘통화신용정책보고

서’, ‘금융안정보고서’를 비롯하여 한국은행의 각종 보고서들

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는 이근영 교수님의 화폐금융론 수

업을 들었는데 이때 사용한 주교재와 내용이 거의 똑같더라

고요. 그래서 이론 지식도 쌓을 겸 화폐금융론 수업을 먼저 

수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도현 : 신문과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주요 보고서를 읽고 

공부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요. 학교 수업, 특히 거시경제학

과 화폐금융론 수업이 대회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

니다. 신문이나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학교 수업에서 

이론을 배우고 그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유빈 :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팀원들과 함께 한국은

행에서 5년마다 발간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라는 간

행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금융안정보고서”를 2021년 판부터 읽으며 정리했는데, 이

러한 것들이 수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곽다연 : 저는 현재 사기업 재무회계팀에서 일하는 것을 꿈

꾸고 있습니다. 3학년 때 현장실습으로 연말정산팀에서 근

무한 적이 있는데, 직원들이 물어볼 때마다 항목들을 하나하

나 짚어가며 개선안을 제시했는데, 다들 자세히 설명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김도현 : 저는 기업이나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

관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저는 스스로가 경제에 참 잘 맞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흥미와 전공을 잘 살려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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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실무를 맡아보고 싶어요.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

대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의 보도자료를 읽

어보았는데, 직접 저 일을 하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

심과 보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유빈 : 저는 다음 학기부터 6개월간 독일 베를린에서 교

환학생으로 지내고 올 예정이에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과 어울려 지내면서 한국을 벗어난 넓은 세상을 경험해보

려고 합니다. 교환학생이 끝난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제 관련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박채빈 : 전공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이론이 바탕이 되어야 실

제 경제를 분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번 학기

에 학회활동도 끝나기 때문에 일단은 전공 공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글로벌경제학과 최병민학생- 하버드 단기 프로그램 수기(DB Top School 4기)

DB Top School Summer Challenger는 DB문화재단에서 매

학기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단기 스쿨을 보내는 프로그램

으로 4기에는 글로벌경제학과 최병민 학생이 하버드대학으

로 다녀왔다. 최병민 학생의 생생한 후기를 들어보자. 

1) 장학금 지원동기와 지원 및 선정과정

안녕하세요, DB Top School 4기 장학생 최병민입니다. 하

버드에서 수업을 듣고, 세계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과 이야

기하는 것이 제 진로에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선정 과정은 잘 모르지만, 

저는 자기소개서에 주로 제가 공부했던 내용, 인턴 및 연구 

경험을 서술하였습니다. 

2) 계절학기 기간 중 경험

저는 Neuro-investing 과 Mathematical Modelling 두 과목

을 들었습니다. 먼저 Neuro investing 과목의 경우 제가 생

각했던 수업 내용과 많이 다른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금

융업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주로 설명하는지 알았는데, 주된 

내용이 사람의 행동과 그에 연관된 뇌 구조에 관한 강의였

습니다. 5~6명 정도로 팀을 이뤄서 매주 주제와 관련된 논

문을 읽고, 15페이지 분량의 글을 작성하는 과제가 있어서, 

조금 부담되는 분량이었습니다. 다른 수업은 Mathematical 

modelling이었는데, 수학을 이용해서 사회적, 물리적 현상

을 분석하고 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

습니다. 교수님은 Matlab을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 하시는

데, python 코드도 같이 제공되었습니다. 10명 남짓의 적은 

수강인원 덕분에 교수님과 조교님의 자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다른 수학 과목과는 다르게 다양한 범위의 수학 

툴을 다루고,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배울 것이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다만, 미분 

방정식,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등을 선 이수 과목으로 요구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코딩 실력이 기본으로 있지 않

으면, 수강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인 1실 기숙사를 써서 기숙사 생활은 만족스러웠습

니다. 식사도 영양가 있게 제공되었고, 과일, 디저트, 음료 

등이 만족스럽게 제공되었습니다. 기숙사 생활 중 가장 하

이라이트는 저녁에 Dining Hall에서 모여서 외국인 친구들

과 과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기숙

사처럼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고 교류했던 시간이 행복

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여행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도 교내 활

동으로 수영장, 조정(rowing)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

다. 저는 조정을 총 4번 정도 했는데, Daniel 강사분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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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히 알려주셔서 재밌게 배울 수 있었고, 찰스강에서 강

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래 첨

부한 사진이 찰스강에서 조정을 하는 제 모습입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참여한 한국인도 있고, 싱가폴, 멕시코, 터키, 

스웨덴, 중국, 미국 인 등등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Summer School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주변에 여행지를 추가 경비 없이 보내줍니다.. 대표적인 프

로그램이 Whale watching, Boston tea party, Cape cod 등

등 버스 대관을 통해서 보내주니까 엄청 편하고, 비용적

으로 부담도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래 사진은 싱가폴 

친구와 함께 Cape Cod(근교 해수욕장, 바다가 너무 예쁩

니다)를 같이 가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해수욕도 같이 놀

러간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버드 학생증이 있으면 Isabela 

Museum, MFA, ICA 등 유명하고, 볼 것 많은 미술관, 박물

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3) 계절학기 이후 변화된 점

Harvard Summer School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온 학

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Harvard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있고,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직장인들도 있습니

다. 이 친구들과 교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세상

을 좁은 시야로 보고 있었고,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었

습니다. 특히, 저를 너무 좋아하던 싱가폴 친구와 많은 이야

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세상을 넓게 보고, 열정적으

로 살아가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

계 각지에 친구들을 만들고, 소통하면서 자기 진로에 필요

한 시야를 넓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이 Summer 

School에 함께 갔던 장학생들한테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

니다. 다들 추구하는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깨닫고, 진로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제가 가장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영어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다들 착해서 조금 버벅거려도 이해해주지만, 저 스스로 영

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영어 

공부는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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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경제학과-University of Birmingham, University of Essex 복수학위 설명회

글로벌경제학과는 지난 9월 22일(목) 영국 버밍엄대학교 

복수학위 설명회(온라인)에 이어 10월 13일 영국 에식스 

대학교 복수학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버밍엄대학교 복수학위 설명회는 zoom으로 진행되었

으며, 영국 현지에서 Birmingham Business School의

Partnership & Student Recruitment Manager인 Andy 

Hammond가 약 한시간 가량 직접 버밍엄대학에 대해 설

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버밍엄대학교는 글로벌 top100 대학교이자 영국에서 4번

째로 많은 재학생을 보유한 학교로서 11명의 동문과 교원

이 노벨상을 수상한 명문 대학교이다. 현재 버밍엄대학교

는 Economics와 Money, Banking and Finance 분야 학

사과정을 본교 글로벌경제학과와 복수학위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에식스 대학교 복수학위 설명회는 국제관 9B208호에

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Deputy Recruitment &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인 Michelle Neoh가 에

식스대학교와 SKKU-Essex 복수학위에 대해 설명하고 

Q&A를 진행하였다. 

에식스 대학교 복수학위 설명회는 약 16명의 글로벌경제

학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복수학위 

지원 방법부터 Essex의 주요 캠퍼스 라이프 등을 영상으

로도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글로벌경제학과에는 버밍엄, 에식스대학교를 비롯하여 

에라스무스대학교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이 있으며, 앞으

로도 글로벌경제학과는 다양한 글로벌 대학과 교환학생, 

복수학위 프로그램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이다. 

글로벌경제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꾸준히 운영해온 사제동

행 프로그램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되어 지난 10

월 29일(토), 수원 화성(성곽 둘레길)을 중심으로 진행되

었다. 이번 글로벌경제학과 사제동행에는 총 22명의 학생

과 교원 5명(김덕규, 김성현(학장), 김지현, 이승덕, 정연

하 교수)이 참여하여 총 5개조로 활동하였다. 

  글로벌경제학과 사제(師弟) 동행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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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수

원화성 탐방, 수원 성곽 둘레길을 중심으로 역사 탐구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학

생 간 상호 교류 활성화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

램으로 사제간 교류 및 비교과활동을 통한 학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각 팀별로 지도교수가 

배정되어 함께 활동하면서 지식 접목을 통한 학생들의 지

적 호기심 충족 등의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3년만에 재개된 행사이니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으며, 

참여 학생은 “좋은 기회에 교수님들과 함께 문화탐방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학생들은 “코로

나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교수님과 대면

으로 소통할 기회가 적었는데, 사제동행을 통해 학업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주제로도 교수님과 소통

할 수 있어서 값진 경험”이었다고 내년에도 또 참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글로벌경제학과는 앞으로도 매년 사제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수진-학생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진로설정

에 대해 사제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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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소식

    2022 여름 퀀트응용경제학과  

학위수여식 성료

2022년 여름 퀀트응용경제학과 학위수여식이 지난 2022년 8

월 27일(토) 11시, 다산경제관 2층 32208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퀀트응용경제학과 학위수여식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김성현 경제대학장, 박민수 퀀트응용경제학과장, 한희준 교수, 

이진형 교수, 최재성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김

성현 학장과 박민수 학과장이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의 미래를 

응원하였고, 졸업생 12명이 직접 박민수 학과장으로부터 학위

증을 수여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졸업생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학부모, 지인들이 참

석하였으며 수여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수료생 6명도 함

께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퀀트응용경제학과 
소식

Quantitative Applied Economics

College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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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퀀트응용경제학과 홈커밍데이 ‘END & AND’

가 지난 6월 4일 토요일, 코트야드 남대문 호텔에서 진행

되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종강연과 달리 졸업생이 함께 

참여하는 홈커밍데이의 형태로 진행됐으며, 퀀트응용경제

학과 학생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재학생과 졸업생 간 네트

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유현욱 2기 학생회장과 정수연 기획부장의 주도로 진행된 

홈커밍데이에는 2•3기 재학생 약 50명을 비롯하여 1기 

졸업생 15명 및 김성현 경제대학장과 박민수 학과장 등 교

수진 6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행사는 2021~2022년을 기념하는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각 기수 학생회장들과 김성현 학장, 박민수 학과장이 인사

말을 전하며 진행되었다. 이후 교수진들에 대한 감사의 뜻

을 담은 감사패 전달식이 이루어졌고, 학생들이 자연스럽

게 교류할 수 있는 식사 자리와 퀴즈 및 경품 추첨 프로그

램 등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퀀트응용경제학과 2022학년도 홈커밍데이 'End & And' 성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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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과 김동욱 교수가 한국통계학회 제29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임기는 2023년 1월부터 2년이다.

한국통계학회는 지난 1971년에 창립되어 통계학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최대 회원을 보유하여 통계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로 통계학의 학문적 기술적 발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김동욱 교수는 한국통계학회에서 편집이사, 학술이사, 부

회장 등을 역임하며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현

재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질

병관리청 국가건강조사 통계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동욱 교수는 "대내외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분야가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의 핵심이 되는 

통계학에 대한 인식 및 위상을 강화하고, 학술활동의 고도

화 및 학술운영의 글로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통계학과 김동욱 교수 한국통계학회 회장 당선

경제대학

교원 동정

COLLEGE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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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과 이경재 교수가 6.23 (목) ~ 25 (토) 서울대학교에

서 열린 2022년 한국통계학회 하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 ‘신

진통계학자 연구논문상’을 수상했다.

이경재 교수는 고차원 데이터에 대한 평균과 공분산 행렬 

추정을 위한 베이지안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주로 진행하

고 있으며, 베이지안 고차원 선형회귀모형에서 현실에서 잘 

맞지 않는 일반적인 오차항에 대한 분포 가정을 벗어나는 

분포 하에서 얻은 사후 분포의 다양한 이론적 성질을 증명

한 연구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통계학회는 1971년에 창립된 통계학 분야에서 가장 역

사가 깊고 최대 회원을 보유한 학회로 통계학의 학문적 기

술적 발전 및 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통계학회 신

진통계학자 연구논문상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미만의 신

진통계학자들 중 통계학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젊

은 학자를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통계학과 이경재 교수, 한국통계학회 신진통계학자 연구논문상 수상

무역연구소(소장 정홍주) 전임연구원 이윤 박사(사진)가 

2022년 9월자로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로 임용되

었다. 

이윤 박사는 서울대 중문과 학사와 동 국제대학원 석사

를 취득한 후 삼성물산에서 6년간 근무했고, 본교 대학원 

무역학과에 진학하여 무역결제분야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박사(지도교수 정홍주) 학위를 2020년에 취득한 바 있다. 

이 박사는 JKT등 국내외 무역 분야 학술지 논문게재를 

하며 본교 무역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시간강사로 활동해 

왔다.

    무역학과 이윤박사, 전북대학교 조교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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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

학과 보직명 성명 연구실 전화번호 이메일

경제학과,		
글로벌경제학과(겸직)

학과장 이	동	원 다산경제관	32503호 02-760-0420	 danlee200@skku.edu

통계학과 학과장 홍	종	선 다산경제관	32405호 02-760-0467 cshong@skku.edu

국제통상학연계전공 주임교수 김	현	철 다산경제관	32409호 02-760-0147 hchkim@skku.edu

[ 대학원 ]

학과 보직명 성명 연구실 전화번호 이메일

경제학과 학과장 김	성	현 국제관	3층	90304호	 02-740-1564	 shenrykim@skku.edu

통계학과 학과장 홍	종	선 다산경제관	32405호 02-760-0467 cshong@skku.edu

퀀트응용경제학과 학과장 박	민	수 다산경제관	32507호 02-760-0427 minsoopark@skku.edu

무역학과 학과장 정	홍	주 경영관	33417호 02-760-0480 jungpro@skku.edu

보직교수 소개

신임교원 소식

[학력]

2008 KAIST, Ph.D., Financial Engineering.

  2001 SEOUL NATIONAL UNIVERSITY, M.S., Mechanical Engineering.

1999 SEOUL NATIONAL UNIVERSITY, B.S., Applied Chemistry.

[논문] 

Han, C., Park, F.C., 2022. A Geometric framework for covariance 

dynamic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34.

Han, C., Kang, J., Kim, S., 2021. Betting against analyst target 

price. Journal of Financial Markets, 100677.

Han, C., 2021. Bimodal characteristic returns and predictability 

enhancement via machine learning. Management Science.

Han, C., 2020. A nonparametric approach to portfolio shrinkag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20.

    한철우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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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균웹진:성대생은 지금 495호(22.07.14.)/ 일부내용 축약

지난달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제4회 리서치챌린

지’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대상의 주인공은 우리 대학 글로

벌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이승우 학우였다. 한 번도 주식을 

해본 적 없었다던 그는 현재 예비 애널리스트가 되었다. 

호기심은 누구나 있지만, 도전할 용기는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니다. 이승우 학우는 용기 있게 뛰어들었고 현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향해 행복한 정진 중이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이승우라

고 합니다. 교내 금융투자학회인 S.T.A.R에서 41기 학회장

을 맡아 활동했었고 현재는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채

용 연계형 인턴십을 진행 중입니다.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리서치 챌린지’는 어떤 대

회인가요?

리서치 챌린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하는 리서치 대회

로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애널

리스트 선발 대회입니다. 약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총 7

팀이 수상했습니다. 대회 진행 과정은 서류 접수, 리포트 

접수, 프레젠테이션 하계 인턴십으로 이뤄지며, 주제는 크

게 투자전략과 기업분석으로 나뉘는데 저는 기업분석에서 

LG전자를 커버했습니다.

 수상하신 소감을 듣고 싶어요.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

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운이 많이 따라준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에 학기와 

타 증권사 인턴을 병행하고 있어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한국 투자증권 '제4회 리서치챌린지’ 대상 이승우(글로벌경제학과 17) 학우

경제대학

동문 소식

COLLEGE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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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회 기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운이 좋게도 집중한 부분에서 좋은 평가

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심사위원 관점에서 

어떤 보고서와 발표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

해 고민했고 그 결과 전달력과 통찰력에 집중하기로 했

습니다. 

정해진 양식에 그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차트 3가지를 선정하고 그 옆에 간단한 이유를 작성한 

<Key Charts>라는 구성을 더하여 보고서의 전달력을 키

웠습니다. 또한 LG전자의 지난 부진했던 주가분석 및 기

업의 연혁을 분석하고 왜 지금 LG전자의 신사업부에 주

목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작성한 <들어가며>라는 구성으

로 저만의 통찰력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수상하신 결과물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진흙을 걷으니 진주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LG전자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LG전자를 선정한 

이유는 LG전자가 영위하는 사업부들이 평소에 좋아하던 

IT 분야와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의 임팩트는 8할이 제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만큼 중요합니다. 직관적이면서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

는 논리를 압축적으로 담아야 해서 제출 직전까지 제목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분석 당시, LG전

자의 수익성이 훼손될 주요 이유로 해운 운임 상승에 따

른 운반 비용 증가와 가전, TV 등 내구재 수요 감소 우려

가 있었고 주가 역시 부진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운 

운임 상승은 기업의 외적 변수이자 지속 가능한 변수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내구재 수요 감소는 LG전자가 주

로 영위하는 프리미엄 내구재가 아닌 중저가 제품군 위

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LG전자의 신

성장 사업부인 전장 사업부가 호황을 앞두고 있음에도 

기업 가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기

적인 비용 증가와 과도한 우려로 주가가 부진한 LG전자

이지만 신성장 사업부인 전장 사업부의 외형 성장이 지

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흙 속 진주라는 표현이 가장 적

합했다고 생각했고 ‘진흙을 걷으니 진주가 보인다’라는 

제목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우들에게 전해줄 팁이 있다

면?

확증편향을 경계하고 사고의 폭을 넓게 가지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서치는 말 그대로 시중에 나

와 있는 정보들을 다시 조사하고 분석해 자신만의 창작

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정보에 노출되는 만큼 직접 

조사하지 않고 먼저 특정 자산군이나 산업 기업에 대해 

매수, 매도 결론을 내려도 그것에 부합하는 나름의 근거

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리서치를 하게 되

면 대중적인 의견에 편승하거나, 확증편향에 빠져 주관적

인 분석으로 빠지기 쉽고 본인만의 특성이 없어지게 된

다고 생각합니다. A라는 의견이 지배적일수록 정말 그런

지, A가 항상 B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C나 D로 이어질 

순 없는지에 대해 사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법은 리

서치 분야에 관심있는 학우들에게 있어 본인을 더욱 돋

보이게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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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널리스트의 꿈을 꾸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교내 금융투자학회인 S.T.A.R에서 학회 활동을 하면서 자

연스레 애널리스트의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한 번도 주식을 해본 적 없었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금융

투자학회에 지원했습니다. 이후 학회 활동을 하면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에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지,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 현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

해 알 수 있었고, 그렇게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과정이 즐

거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혹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개인적인 목표는 계속해서 배울 수 있도록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려면 그 분야에 대

해 호기심은 있지만, 아직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

는 열린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오는 

신체적 노화는 불가피하더라도, 사고와 마음가짐은 끝까지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싶

습니다.

중장기적인 목표는 한국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국가가 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 선진

국으로 불리는 타 국가들과 달리 한국의 금융교육시스템

은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해서 한국금융교육의 발전에 기

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출처: 성균웹진:성대생은 지금 495호(22.07.14.)/ 일부내용 축약

2022년 여름 학위수여식에서 인사캠 전체 대표로 박사학위

를 수여받은 유진영 원우는 2018년 경제학과 학부를 졸업

한 지 4년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학부졸업 후 석사를 

거쳐 박사학위 취득까지 보통 7~8년 이상 소요되는 경제

학과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박사학위 취득이다. 4년간의 석

박사통합과정 재학 중에 17편의 국제저명 SSCI 학술지 논

문을 게재하였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성균관

대 총장 표창, President List 선정, SKKU Research Matters 

1위, 한국금융공학회 최우수논문상 등 연구관련 수상경력을 

갖추었다.

 재학중 구체적인 연구성과는?

연구분야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금융시장 미시구조와, 행태

재무, 거시금융, 디지털금융을 포함하며, 파생금융상품 시

장에서 정보거래자, 헷징과 투기거래, 잠재적 비효율성, 투

자자의 비합리적 투자행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의 미시구조적 유동성 지표를 활용하여 유동성 위험을 

고려한 확장된 위험관리모형(value-at-risk)를 제시하는 연

구를 진행하여, 교내 연구성과 경진대회(SKKU Research 

Matters)에서 발표하여 총장님 표창을 받았습니다. 학위

과정 중 European Journal Finance, Journal of Futures 

Markets, Finance Research Letters를 비롯하여 Finance분

야 국제저명 SSCI학술지에 17편, 재무연구와 같은 등재학

술지에 3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 

받아 BK21 사업의 우수 참여인력으로 선정되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학원 생활 중 어떤 경험을 했는지?

배경과 경험이 다른 다양한 학자와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류두진 지도교수님께서는 전세계 석학이 참여하는 국제학

술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셨는데, 제 연구를 Finance분야 

   경제학도에서 박사가 되기까지, 유진영 경제학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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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 논

문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Finance에서 가장 유명한 모형인 Black-Scholes 모

형을 제안한 Myron Scholes 교수님 및 Robert Merton 교

수님과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배

움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경제학도로서 어

디서도 쉽게 하지 못할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학

원 재학 중에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美 국무성의 초빙을 

받아 University of Virginia (UVA)에 Visiting Scholar로 파

견되어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이례적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미국 Top 10 Business School

인 UVA McIntire School of Commerce와 UVA Darden 

Business School의 정식 워크샵과 브라운백 세미나에 초

청되어 제 연구를 발표하고, 해외 저명기관 교수님들로부

터 연구에 대한 1:1 지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빠른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의 비결은?

학석사연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였고, 집중적으로 학업을 수행하여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 제도를 

통해 Coursework를 집중적으로 이수한 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연구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과 연구

실 생활은 연구성과 창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4

년간 몸담았던 경제학과의 Finance Lab.에서는 실제 연구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세심하게 지도받고 배울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관심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격려받고, 지

도교수님께서 국제저명 SSCI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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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이미 졸업하

셔서 교수로 임용된 연구실 선배 교수님께서도 항상 흔쾌

히 조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지도교수님께서 설립

하신 SKKU Global Finance Research Center를 통하여 해

외의 저명 교수님들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저명학술지에 논문이 초청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지도교수님과 저희 Lab.에서는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졸

업할 때까지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어도 대단한 일로 

생각했는데, 연구하면 할수록 발전된 안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장려해 주셨습니다. 

경제학과 BK21 교육연구단장님께서는 공부와 연구에만 몰

입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박사학위 취

득이 빠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학제도와 주변 선배 연구자들께서 주신 도움과 격려 덕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학생성공이란?

아직 박사졸업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진연구자로서 

‘성공’을 말씀드리기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학위과정을 

이제 막 마무리한 현시점의 저에게 학생성공이란, 학생의 

역할을 뒤로 하고 연구자라는 새로운 역할에 잘 적응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습관처럼 연구하고, 제가 연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선배연구자들께 배우며 제 부족

한 면을 채워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성

장하고 새 역할에 어제보다 더 익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많은 면에서 아직 부족하지만, 좋은 연구자를 목표로 

꾸준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그 과정 자체에 성취감과 즐거

움을 느끼는 것이 지금 저에겐 작은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은지?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예상했던 결과가 잘 나오지 않거나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순간이 더러 있습니다. 막

막한 연구를 계속 들여다보고, 지도교수님과 선배연구자께 

조언을 받고 코칭을 받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결론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

고 작은 어려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은 연구자로 가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학위취

득 직후에 대학본부의 배려로 1년간 특별히 박사후연구원

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기존에 진행하던 연구를 마

무리하고 또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발

판 삼아, 지도교수님과 경제대학 교수님들처럼 훌륭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며, 더 나아가, 후배 연구자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끔 이를 교

육과 후학 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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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우석(愚石) 정호 (1938~2018)
(주)화신 회장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58학번

학과사랑·후배사랑



39

38

Scholarships 장학금

경제학과 60학번 장학금 매년	2명,	수업료	전액(2개	학기)

서원유통 이원길 장학금 매년	5명,	200만원	정액(1개	학기)

김정훈 동문 장학금 매년	1명,	학기당	150만원	정액(2개	학기)

이기형 동문 장학금 매년	2명,	200만원	정액(1개	학기)

현대통상 대학원 학술장려금 매	짝수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1명,	500만원(4개	학기)

문봉 대학원 학술장려금 매	홀수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1명,	수업료	전액(4개	학기)

우석정호 장학금 매학기	20명,	200만원(1개	학기)

통계학과 장학금 통계학과	전공진입자	1명,	수업료	전액(1개	학기)

원명 남궁평 장학금 통계학과	석사	1명,	200만원	정액(1개	학기)

이종원 해외유학 장학금 최고	대학	Outbound	1명,	1,000만원	정액

윤영선 장학금 대학원	진학하는	학부생	2명	선발(매년),	500만원(1개	학기)

92학번 곽진용 동문 장학금 2명,	250만원	정액,	소득	및	생활형편기준(1개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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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학과 동창회 장학금 매학기	2명,	장학금	각	200만원

Alumni & Givings 동문기부

권봉도 
60	경제,	(주)현대통상	대표이사

김병학 
58	경제,	(재)문봉장학재단	이사장

박준용 
경제학과	교수(전),	문행석좌교수(현)

신금재 
60	경제,	금송전기(주)	대표이사

윤용택 
59	경제,	총동창회/센트리온홀딩스	회장

이원길 
61	경제,	(주)서원유통	회장

남궁평 
66	통계,	통계학과	명예교수

정서진 
(고)정호	회장(58	경제)	자,	(주)화신	사장

지성하 
72	경제,	삼성물산	前사장

채수삼 
63	경제,	(주)그레이프커뮤니케이션즈	회장

최규백 
76	경제,	(주)CS	부회장

최수군 
63	경제,	(주)두양	회장

홍종선 
78	통계,	통계학과	교수

Honor’s Club ※	고액	기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은 아래의 13개의 장학금 이외 성적우수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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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N G K Y U N G K W A N  U N I V E R S I T Y

성균관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성명(단체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휴  대  폰  E-mail  

주     소  

신    분 

동문 (        ),  재학생 (        )                                         학과 (학부)                       년도 입학  

학부모 (        )                             학과 (학부)                           의  부 (        ) 또는 모 (        )

교직원 (        )        기타 (        )   

직     장  

기 금 종 류

기부약정금액 일금                                                                     원 

기 부 방 법

일시불 (          )     분납 (           회)  (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 우리은행 600-1004-1004 (예금주  성균관대학교)

자동이체(CMS)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결제일: 매월 10일 또는 25일
   ※ CMS란, 기부자의 동의하에 기부자 계좌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자동출금해가는 방식

신용카드

카드번호:           카드사:
   ※ 신청가능카드: 삼성, 비씨, 씨티, 국민, 신한

유효기간:                년          월

급여공제 (              )                                                                                               ※ 교직원에 한함      

기 부 예 정 일                            년                월               일

  개인정보동의
약정서에 기재 된 개인정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금관리 용도로만 사용되며,
「성균관대학교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하신 기부금 전액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성균관대학교 대외협력팀(Tel: 02-760-1159   Fax: 02-760-1158 E-mail: fund@skku.edu)

위와 같이 성균관대학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         .        .        .

기부(약정)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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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대학

우석정호장학금이 후배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씨앗의 역할을 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인재들이  모교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후배들이 학업에 열중하여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국가의 동량지재(棟梁之材)가 되어 학교를 빛낼 후배들을 믿는다.

故 우석(愚石) 정호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