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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가족 여러분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생활과 경제, 사회지형을 바꾸

었습니다. 대학교육도 코로나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고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새로운 온라인 교육방식에 적응하느라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

제대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제학과 대학원은 10년 

만에 4차 BK사업에 선정되어서 연간 약 7억 원의 정부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

난해 빅데이터 및 퀀트분석 교육을 모토로 새로 시작한 퀀트응용경제학 석사 프로

그램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지금 3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수

님들도 여럿 합류하여 경제학과 31분, 통계학과 11분의 교수님들께서 1,250명가량의 

학부생들과 350명가량의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제대학은 심각한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노력과 교수님들의 열의에 힘

입어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더욱 높은 학문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국내외 유수의 석박사과정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출한 인재들은 각계각

층의 리더로 국내외에서 활약하고 있고 경제대학의 위상은 각종 대학랭킹이나 객관

적인 지표에서 국내 최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여러 분야에서 한국

의 미래를 위해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도 경제대학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

을 아끼지 않는 동문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앞으로 10년의 이정표가 될 대학종합발전계획인 VISION 

2030을 선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을 하려합니다. 경제대학도 이

에 맞추어 각종 융합혁신 교육기법을 도입하고 세계 톱수준의 연구력 달성

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계획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동문들

과 교수, 재학생 여러분들의 끝임 없는 노력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를 통해 저희 경제대학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최정상의 교

육기관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장   김 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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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신동렬 총장)는 VISION 2030 선포식을 9.15(수) 

오후 2시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

혔다. 본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성균관대는 새롭게 맞이하는 10년간의 VISION으로 “창조적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리더”를 

제시하고 “The Global Leader, SKKU”를 향해 나아갈 계획

이라고 선포했다. 또한 VISION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30

개 학과를 글로벌 20위권 수준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도 함

께 발표했다.

나아가 성균관대는 VISION을 달성하기 위한 4대 목표로 ▲대

학교육 혁신, ▲연구중심 선도대학, ▲상생 파트너십, ▲대학 

브랜드 고도화를 선정하였으며, ▲글로벌 학습 Platform, ▲연

구 Scale-Up Platform, ▲상생발전 Platform, ▲글로벌 브랜드 

Platform을 활용해 각각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 변혁에 대한 창조적인 지적 통찰과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Global Leader 양성, Impact 있

는 지적가치 창출, 협력과 번영의 공유가치 및 공동선 창출, 

미래지향적 문화·제도·생태계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동렬 총장은 “우리 성균관대는 지난 10년간 VISION 2020 

및 VISION 2020+를 선포하고 글로벌 리딩대학으로 도약하

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세계대학평가에서 TOP100에 진입

하는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왔다”며 “이번 

VISION 2030 선포식은 성균관대가 미래를 이끌어나갈 창의

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명실상부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나

아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며, 성균관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 “창조적 도전과 혁신으로 미래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리더”

- 2030년까지 30개 학과 글로벌 20위권 도약

경제대학 
Facts & Figures

경제대학 
News

Facts & Figures 현황

학과 전임교수 명예교수 합계

경제학과, 글로벌경제학과 31 19 50

통계학과 11 4 15

합계 42 23 65

학부생 대학원생 합계

한국인 1,016 198 1,214

외국인 246 150 396

합계 1,262 348 1,610

학과 No. of Alumni

경제학과 12,168 From	1948

통계학과 2,316 From	1964

글로벌경제학과 387 From	2009

퀀트응용경제학과 21 Established	in	2020

합계 14,871 -

교 수

학 생

동 문

  성균관대, “The Global Leader, SKKU” VISION 2030 선포식 개최

  제10기 경제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 개최

경제대학 학생회와 경제대학 총동문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0기 경제대학 멘토링 프로그램 발대식이 지난 9월 6일

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한 경제대

학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후배 커뮤니티 발전과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코로나 상황 이전의 발대식은 모두 한자리

에 모여 진행되었으나, 이번 발대식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스트리밍 혼합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효재(경제 19) 경제대학 학생회장은 제10기 경제대학 멘

토링 프로그램 경과보고에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에 37명의 동문 선배님들과 96명의 

재학생 학우들이 참석해 주셨다”라고 소개하였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

문들과 재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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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경제대학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 한 명과 멘티 

2~3인을 한 조로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다. 멘티 조장은 매

번 멘토링 활동 이후에 간단한 후기를 작성하여 멘토링 밴

드 ‘이음 밴드’에 업로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해당 후기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이번 멘토링 발대식에서는 전 기수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

상식도 진행되었다. 최다 이음상은 멘토 이동기(경제 85), 멘

티 조장 최수희(경제 18), 멘티 조원 안근호(글로벌경제 20), 

김혜린(경제 19), 채성욱(경제 19)이 수상하였으며, 최우수 멘

토상은 멘토 최규백(경제 76), 멘티 조장 이동환(글로벌경제 

17), 멘티 조원 이새림(경제 18), 정현중(글로벌경제 16), 공로

상은 제21대 경제대학 학생회 ‘E:YOU’, 학생회장 정윤성(통

계 15), 부학생회장 최나림(경제 18), 사무국장 홍세라(통계 

18), 정책국장 염예빈(통계 18), 홍보국장 김소영(통계 18)이 

수상하였다.

초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한 동문 선배들이 오프라인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하였고, 특강을 준비하여 재학생 멘티들

에게 진로와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조언을 주었다. 

끝으로 발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

그램 발대식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다.

  2021 경제대학 학술대회 성료

지난 9월 16일, 본교 다산경제관 32211호에서 경제대학 학술

대회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시상식에는 김성현 경제대학장

이 참석하여 격려사와 시상을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생들이 경제학과 통계학 분야에서 자유

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6월 4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약 3개월 동안 논문

을 작성하여 경제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된 평가단의 최종 심

사를 받았다.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 논문상은 <수도권과 지방

의 안정적인 주택가격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을 주제로 하

여 한진수(글로벌경제 17), 남정인(경제 18) 학생이 수상하였

다. 우수 논문상은 <경기부양책이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호윤지(경제 19), 이동환(글로벌경제 17), 성

진모(글로벌경제 19)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이하 동일한 상

으로 <미•중 패권 분쟁에 따른 한국 금융 변수 변화 추정>

을 주제로 조은일(글로벌경제 17) 학생, <Dealing with risk-

incentive mismatch in hedge fund fee: based on an option 

Greek ‘Vega’>을 주제로 강병국(글로벌경제 19) 학생이 수상

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경제대학 학생회가 처음 기획하고 진행한 대

회다. 경제대학 학생회 ‘이슬’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자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자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개월 동안 여러 차례 집

행국 회의를 통해 대회를 기획하였고, 추가적으로 단위운영

위원회의에서 각 학과 학생회의 의견까지 수렴해 최종적으

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에는 경제대학 행정실 및 여러 교수님과 학장님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행정 지원, 학술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성현 경제대학장은 “이번 학술대회 최종 제출 논문

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논문이었다”라며 높게 평가하였다.

  2021학년도 1학기 우석정호장학금 수여식 개최

2021학년도 1학기 우석정호장학금 수여식이 4.9.(금) 600

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故정호 회장

(경제58)의 아들 정서진 ㈜화신 대표이사 사장이 우리 대

학을 방문하여 우석(愚石)정호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

여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영 이사장, 조준모 인문사회과학캠퍼

스 부총장, 김성현 경제대학장, 안희준 경영대학장, 이준

상 경제학과장, 백창룡 통계학과장, 이동원 글로벌경제학

과장, 신현대 대외협력.홍보팀장 등 학교 관계자들뿐만 아

니라 행사의 주인공인 장학생 16명이 참석하였다.

우석정호장학기금은 재학생 후배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대

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

기 위해 출연되었으며, 2012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350

명의 학생들에게 8억9천여만 원에 이르는 장학금이 수여

되었다. 이번 학기에는 경제대학 13명, 경영대학 5명 총 18

명에게 3,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김준영 이사장의 인사와 정서진 사장

의 축하가 이어졌다. 장학생 대표 경제학과 김세원 학생의 

인터뷰를 담은 故정호 회장 회고 영상을 함께 시청하였

고, 이어 조준모 부총장과 안희준 경영대학장이 준비한 감

사선물을 정서진 사장에게 전달하였다.

故정호 회장님께서 후배들을 위해 말씀해주신 ‘동량지재’

의 뜻을 되새기고 반드시 훌륭한 리더가 되리라 함께 다

짐하며 행사를 마쳤다.

故정호 회장 회고 영상 링크 :https://youtu.be/oZZf3HodbtE

김성현 경제대학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 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생들

을 축하했다. 침체된 사회적 상황이 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꺾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단순한 지식이 아닌 성균관대학교에서 배운 자질들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배들과 교수들이 졸업생들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당부하였다.

최재홍 경제대학 총동문회장(경제 78)은 졸업생들을 축하하며 신입 동문회원

으로서의 졸업생들의 역할을 요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급격히 변화

하였고 시대에 적응하는 동문회로의 탈바꿈을 위해서는 신임 회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임을 강조하며 동문회에서 졸업생들과의 만남을 기약하였다.

1기 졸업생을 배출한 퀀트응용경제학과에서는 조병구 원우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졸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함께했던 원우들과 교수

님들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2021 여름 경제대학 온라인 학위수여식



09

08

성
균
관
대
학
교 

경
제
대
학 

소
식
지

학과별 소식

    경제학과 진로특강 ‘너의 꿈과 진로를 

CONNECT’ 성황리에 개최

경제학과 학생회 CONNECT 주최 진로 특강 ‘너의 꿈과 진로를 

CONNECT’가 5.20.(목) 다산경제관 2층 32211호에서 진행되었다. 진

로 특강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진

행되었으며, 경제학과 학생을 비롯하여 총 70여명의 경제대 학생이 

참석하였다.

특강에서는 김완준(경제 92), 최현수(경제 97) 경제학과 동문 분들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경제학과 학우들은 직접적인 현장의 경험을 전

해 들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진로 및 목표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학우들

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

된 질의응답이었지만, 연사님의 자세한 답변을 통해 많은 학우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

경제학과 학생회 CONNECT의 기획 하에 진행된 이번 특강은, 이준

상 경제학과 학과장님과 경제대학 행정실의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

로 개최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산물이

며, 경제학과 학우들에게도 뜻 깊은 행사로 마무리되었다.

김가람 원우가 류두진 지도교수와 공저한 논문이 Business/

Finance분야 상위 7% SSCI학술지인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Analysis (Impact Factor=5.373)에 게재되었다. 2019

년 우리대학 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김가람 원우는 

작년에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두 학기 수업을 

마쳤다. 박사과정 수료도 하기전에, Finance분야 최상위 학술

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투자자 심리와 애널리스트 보

고서의 정보력과의 관계를 정보 불확실성 하에서 설명하는 행

태재무분야 논문으로 게재정보는 다음과 같다. IRFA, Vol. 77, 

Oct. 2021, 101835, https://doi.org/10.1016/j.irfa.2021.101835

성균관대학교 대학원과의 첫 만남

김가람 원우는 아주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했다. 

학부졸업 후 대기업에 취업의 기회가 있었지만 연구를 해보

고 싶다는 미련이 남았다. 유학을 준비하기에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모교인 아주대는 연구중심대학이 아니었다. 

2017년 여름, “세계 정상급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던 성균

관대학교에서 공부와 연구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

었고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타교 출신으로써 처음 적응은 쉽

지 않았다. “본교 출신과 달리 당시에 타교 학부 출신은 장학

금 혜택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학원을 유학준비의 목적으로 

다니고 있던 본교생과도 지향하는 바가 달랐고요. 막연하게 

재무금융분야를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류두진 교수님의 

Finance Lab.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도교수님께서는 개

인연구비를 총동원하여 생활비와 개인 컴퓨터, 그리고 고성

능 연구장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연구실에서 함께 연구하

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선후배와 동료들을 만난 것도 큰 행

운이었습니다.”

논문과 연구

다른 학생들은 석사과정때 학과수업에만 몰두하는데 저희 

Lab.에서는 입학하자마자 바로 논문연구를 병행할 수 있었습

니다. 지도교수님께서는 “대학원 수업과 연구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과목수업을 전부 다 듣고나서 논문연구를 시작하려면 

늦는다. 논문작성을 시작하면서 모르고 부족한 것은 찾아가며 

물어가며 배워가는 것이다”라 하셨습니다. 석사과정부터 시작

한 연구가 결실을 맺어 현재까지 국제저명 SSCI 학술지에 6

편, 그리고 경제학연구 및 경영학연구에 각각 논문을 게재하

였습니다.

직장생활의 시작

2020년 석사과정을 졸업할 무렵 고민이 생겼습니다. 공부는 

계속하고 싶은데 어려운 집안형편 때문에 당장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경제학과가 BK사업단에 

선정되면 장학금 혜택이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불확실한 상황이라 쉽게 전일제 박사과정을 선택하기 어려웠

습니다. 지도교수님은 직장생활과 박사과정을 병행하기 위해

서 아래 다섯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와 가까운 회

사일 것, 매일 학교 연구실에 나올 것, 하루에 8시간이상 공부

할 것, 현업에서 하는 업무와 연구를 연결시킬 것, 주말은 온

전히 연구논문 작성에 할애할 것.”입니다. 저는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학교에서 10분 거리인 한국자산평가에서 애널리스

트로 일하게 되었고 회사에서 하는 업무는 금융시장 분석업무

와 채권등급 및 신용평가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연

구하는 내용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Student Success Story - 공부와 직장생활, 두 마리 토끼 잡기

경제학과 
소식

Economics

College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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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해요. 덕분에 그 때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릴 수 있거든요. 

사진만 남기면 그 때의 감정이 어땠는지 가물가물할 때가 있

는데 글을 남기면 그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사진

으로만 기록을 하면 여행지의 모습을 떠올리는 데에서 그치는

데 글로 기록한 걸 읽어 보니 그 때 느꼈던 감정이 수많은 것

들 중 어떤 것이었는지 전부 생생하게 느껴져요. 아버지와 제

가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아버지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는지 

보는 재미도 있고요. 제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에 아버지

도 똑같은 마음이었는지 보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어떤 이유로 처음에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 

먹으셨나요?

원래는 아버지 혼자서만 떠나실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4학년 

1학기 끝나고 계절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아버지께 갑자기 전

화가 와서 6개월 동안 여행가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바로 

취업 준비하기도 싫고, 취업하면 이렇게 길게 여행 다녀올 기

회가 없을 것 같아서 별 고민 없이 알겠다고 했어요. 여행이 

가고 싶었고 취업 준비야 갔다 와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정말 별 생각 없이 떠났습

니다. 그렇게 계획 없이 여행을 시작했고 이곳저곳 새로운 여

행지를 다 들르다 보니까 1년으로 길어졌습니다.

 여행 중 아버지와의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아빠랑 싸우고 한동안 따로 다닐 때가 있었는데, 여행지 루

트가 비슷해서 인지 계속 갈 때마다 마주치는 거예요. 현지

인들도 아빠한테 당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방금 이 거리

를 지나갔다고 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에콰도르 오타발

로 아침 일찍 가축시장을 갔었는데 거기에 아빠가 계셨어

요. 역시 아빠와 나는 뗄 수 없는 운명이다 싶어서 제가 먼

저 화해 신청을 걸었는데 아빠가 닭똥 같은 눈물을 글썽거

리면서 제 사과를 받아 주시더라고요. 그 날은 하루 종일 아

빠 손잡고 돌아다녔는데 그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무

리 싸워도 아빠는 소중한 가족이고 가장 죽이 잘 맞는 여행 

메이트니까 잔소리도 줄이고 잘 챙겨드려야 되겠다고 생각

했어요.

 여행을 되돌아 봤을 때 현재에 끼친 가장 중요한 영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여행을 다녀왔든 안 다녀왔든 

지금 제 모습은 변함없었을 것 같아요. 가끔 사람들이 여행

을 통해서 뭘 얻었냐고 묻는데 저의 여행에는 목적이 없었

어요. 그저 일상을 보내 듯이 여행을 가서도 행복하고 충실

하게 하루를 보냈죠. 만약 목적이 있었다면 아마 이 기나긴 

여행을 중도에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늘 그랬듯이 자

신감 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이었고 이건 여행이 

아니었더라도 변함없었을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

나요?

과거에 새로운 것을 도전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자기 효능

감을 찾기도 하고 도전에 성공했을 경우의 성취감을 미리 머

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곤 합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와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한 마디

저의 행복이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과 제가 지금 몸 담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

히 해서 성취감을 얻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모든 분들 지

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늘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에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저는 직장과 학업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

어나 학교 연구실에 들러 랩세미나에 참여하고 연구진행에 대

한 검토를 하고나서 출근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번은 꼭 오전 

반차를 내서 논문 reading에 몰입합니다. 퇴근 직후에는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밤 늦게까지 논문을 읽고 작성합니다. 주말은 

온종일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매우 빡빡한 일정이지만 하루

하루 성장하여 좋은 연구자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힘들지 않습

니다. 덕분에 남들보다 빨리 학술지 게재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

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학생성공  

저는 아직 박사과정 2년차 학생으로 학생성공을 말하기에 이르

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직장생활과 학과공부 및 연구활동 모두

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싶습

니다. 경제대학장님과 지도교수님, 그리고 우리 대학원은 저의 

“학생성공”을 위하여 연구에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연

구공간과 심층면담 및 학술경력관리를 비롯하여 많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목표로 하는 것

들을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게 늘 주변에서 배우는 자세로 제가 

가진 모든 집중력과 자원을 사용하여 몰두하는 과정, 그것이 바

로 학생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여름 현재까지, 김가람 원우의 논문 게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우리대학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하면서 이룩할 성

과가 더욱 기대된다.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 지 한참이 지났다. 아마 과거

에 찍었던 해외 여행 사진들을 갤러리와 SNS에서 뒤적이며 아

쉬움을 달래기도 하고 그 당시 눈 앞에 펼쳐지던 풍경을 사진으

로나마 추억하고 있을 터다.  여행을 어디로 갔는지 만큼 중요

한 것은 언제, 누구와 함께 였는가다. 여행을 떠나 누구와 시간

을 보냈는지는 두고두고 생각난다. 

이번 <성대생은 지금>에서는 취업 직전 휴학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일년 동안 북중남미 여행을 다녀온 성대생을 만났다. 아버

지가 두 권의 책으로 내서 더 특별해진 여행기를 임풀잎 원우를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재학중인 임풀잎입니다. 

19년도에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사회와 경제 관련 분야에

서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책으로 1년간의 여행 기록을 공유하는 것은 SNS 상으로 사

진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책을 쓰셨어요. 저도 써볼까 했지만 돌아다니느라 

피곤한데 글을 매일매일 쓰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흔들리는 버

스 안에서도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계속 일기를 쓰신 아버지께 

  아버지와 함께 한 북중남미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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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BK21 소식
경제학과 김대한 학부생(지도교수 류두진), Q1 SSCI학술지 논문 게재

경제학과 BK21교육연구단 소식

<2021. 5월 BK 전문가 특강-김규일 교수님>

- 일시 : 2021년 5월3일(월) ~ 5월26일(수)

- 강의 제목 : Empirical IO and Structural Estimation

- 발표자 : 김규일교수님 (Michigan State University)

- 강의일정(총 8회) 및 주제 :

5월3일(월)   15:00-17:30  

Differentiated Products Demand 1 (online)

5월6일(목)   12:00 - 14:30  

Differentiated Products Demand 2 (online)

5월10일(월)   15:00-17:30  

Differentiated Products Demand 3 (online)

5월12일(수)   15:00-17:30  

Estimation of Strategic Interactions 1 

(online)

5월17일(월)   15:00-17:30  

Estimation of Strategic Interactions 2  

(퇴계인문관 31604호)

5월20일(목)   12:00 - 14:30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1  

(경영관 33302호, online 병행)

5월24일(월)   15:00-17:30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2  

(퇴계인문관 31604호, online 병행)

5월26일(수)   15:00-17:30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3  

(퇴계인문관 31607호, online 병행)

<2021. 6월 BK 전문가 특강-왕윤종 교수님>

-   일시 : 2021년 6월9일(수), 6월14일(월), 6월16일(수) 

오전 10:30 - 12:00

-   발표자 : 왕윤종 교수님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전) 

SK중국경제경영연구소 소장, (전) KIEP 선임연구위원)

-   주제 : 1. 바이든 시대의 미중 무역분쟁, 2.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위안화의 주요 쟁점과 시사

점, 3. 위안화 국제화와 원화 국제화

<2021. 6월 BK 전문가 특강-장윤순 교수님>

-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10:30~12:30

2021년 6월 24일(목) 10:30~12:30

2021년 6월 29일(화) 10:30~12:30

2021년 7월 1일(목) 10:30~12:30

2021년 7월 6일(화) 10:30~12:30

-   강의주제: 1)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s, 2) 

State Space and Regime Switching Models, 3) 

DSGE Models

-   발표자: 장유순 교수님(Indiana University)

본교 경제학과 3학년 김대한 학부생이 류두진 지도

교수와 공저한 논문이 Business/Finance 분야 Q1(상

위 19%) SSCI학술지인 Financial Innovation(Impact 

Factor=3.985)에 게재되었다.

김대한 학생은 류두진 교수의 연구학점제 3기 수강

생으로, 경제학과 연구학점 수업을 통해 학술논문을 

처음 작성하였다. 이공계와 달리, 박사수료생도 SSCI

학술지 논문게재실적이 드문 경제학과에서 학부생이 

Finance 분야 상위급 SSCI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

을 게재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의 유용한 도구가 됨에 따라 세

계 각국의 금융당국은 반(反)자금세탁 규제의 대상을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 넓히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즉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때 거래소의 의심거래 신고행위가 최적 수준보다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경제이론모형을 통해 보

인 것이 본 논문의 요지이다.

※ 논문 정보

“Are suspicious activity reporting requirements for 

cryptocurrency exchanges effective?” Financial 

Innovation(SSCI), 2021, 7:78, Springer.

https://jfin-swufe.springeropen.com/articles/10.1186/

s40854-021-00294-6

2020년도 4차 BK사업에 선정된 경제학과 ‘디지털시

대 한국경제의 건전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은 김성현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으

로부터 연간 6.4억 원의 지원을 받아 19분의 참여교

수, 40여명의 참여학생, 그리고 4분의 연구교수 및 박

사 후 연구원을 주축으로 왕성한 연구활동을 했습니

다. 참여교수는 지난 1년간 일인당 3.6편의 논문게재

와 평균 9천만 원이 넘는 연구비 수주실적을 달성했

습니다. 특히 참여학생들은 지난 1년간 총 20여 편의 

논문을 출간하였고 14건의 학술대회 발표도 하였습니

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저서 집필, 대중 강연 등 각

종 사회기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많은 석사 졸업생들

이 해외 유수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거나 KB증권, 

SC 제일은행등 관련 기관에 취업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한 해외 및 국내 학자 초빙 

특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류두진 지도교수, 김대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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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경제학과 석사과정 대학원생 9명, 해외대학 박사과정 진학 예정

본교  경제학과  BK21 의  지원을  받아  2021 학년도  가을학기  해외대학  박사과정으로  진학이  예정된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1. 김소영  (경제학과 14) - University of Rochester

2. 김정현  (경제학과 15) - University of Missouri

3. 김후상  (경제학과 14)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4. 문상화  (글로벌경제학과 13) - Ohio State University

5. 박혜성  (사학과 10) -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6. 오현석  (글로벌경제학과 13) - Iowa State University

7. 이소율  (글로벌경제학과 15) - Indiana University

8. 조경태  (경제학과 13) - Texas A&M University

9. 현동환  (글로벌경제학과 15) - University of Rochester

* 괄호 안은 대학원생의 학부 학과와 학번에 대한 정보임.

<2021. 7월 BK 전문가 특강-Robert I. Webb> 

-   일시: 2021년 7월 15일(목) 오후 2시(질의응답 시간 

포함하여 2시간 정도 진행)

- 강의주제: Risk Capital and Risk Appetite

- 발표자: Robert I. Webb (University of Virginia)

- 장소 : 국제관 90402호, Webex

-   강의내용 요약: Futures markets facilitate both the 

process of price discovery and risk transference. 

The ability of speculators to take the other side 

of hedge transactions depends upon both their 

risk appetite and the amount of risk capital 

available. Problems arise when there is a sudden 

deterioration in risk appetite among market 

participants --including those with substantial risk 

capital. Such situations are especially pronounced 

during deep bear markets, financial crises, or when 

markets are stressed. This presentation discusses 

some of the implications for financial markets and 

regulators when there is a sudden deterioration in 

risk appetite and/or a dearth of risk capital.

학과별 소식

    도전학기, 그 1년 후의 이야기 

- 도전학기가 ‘시작·가능성·확신’의 발판됐다

도전학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를 경험했

을까?

지난해 7월 ‘2020 도전X라이브 공모전’에서는 도전학기를 통해 성

장과 변화를 이룬 학생들을 선정해 시상했다. 올해 도전학기를 앞

두고, 교육개발센터는 지난해 수상자들에게 도전학기와 그 후의 솔

직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이날 인터뷰에는 지난해 수상자인 △

권남택(통계15)·김동영(통계15)·심은주(통계17) 학생이 참석했다. 

도전학기 참여과정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에 대해, 권남택

(통계15) 학우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수강하면서 “대부분 이론 

위주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과 달리 직접 툴을 사용해 실습해가며 

배울 수 있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김동영(통계15) 학생은 도전학기를 통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 평

소 본인의 전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김동영 학생은 “도전

학기 수업을 수강한 때가 4학년 1학기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었다. 

도전학기 ‘머신러닝과 딥러닝’ 수업을 통해 데이터분석에 대한 관

심과 흥미에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대학원에 진학해 

계속해서 관심분야를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21 도전학기는 오프라인 인턴십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5월 말~6월 초부터 수강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

개발센터는 올해도 도전학기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통계학과 
소식

Statistics

College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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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소식

    글로벌경제학과 2학년 팀,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 서울지역예선 우수상(2위) 수상

지난 7월 23일 한국은행이 주최한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

서 글로벌경제학과 2학년 권구민, 김예은, 김시은, 그리고 김은정

으로 구성된 팀(이승덕 교수 지도)이 서울지역예선 우수상(2위)을 

수상하였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는 대학생들에게 통화정책 결정 과정

의 모의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해 증진

과 정책 결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고로, 대회 예심에서 각 팀은 ‘향후 통화정책방향 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예심을 통과한 팀은 지역예선대회에 진출하

글로벌경제학과 
소식

Global Economics

College of 
Economics

▲ 권구민, 김예은, 김시은, 김은정 학생 (시계방향순)

  통계학과 장학금 소식

2021학년도 통계학과 전공진입장학생 및 원명남궁평장학생으로 각각 하희나(학부 20), 

이상현(대학원 21) 학생이 선발되었다. 통계학과 장학금은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행실이 

바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하희나, 이상현 학생 또한 평소의 우수한 학업 태도를 

인정받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전공진입장학생에게는 1개 학기 수업료가, 원명남궁평

장학생에게는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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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글로벌경제학과 &글로벌리더학부 연합학술제 성료게 된다. 지역예선대회는 각 팀이 ‘기준금리 결정 내용(8월 통

화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

로 진행된다.

서울지역예선에서 우수상(2위)을 받은 권구민외 3인 팀에게는 

한국은행 총재 표창장과 상금이 주어졌다. 또한 지역예선대회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 주어지는 ‘향후 5년간 한국

은행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서류 전형 우대’라는 혜

택을 받게 되었다.

경제학과 이승덕 교수는 “이 대회는 일반적으로 3~4학년 학

생들이 참여하는 대회인 만큼 저학년이 예심을 통과하고 수상

까지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대회이다. 우리 학생들이 2학년

임에도 1학기부터 대회를 착실히 준비하여 아주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입학 때부터 학교생활이 여의치 않았

던 학번 학생들이라 수상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지도

를 성실히 따라와 주고 수상까지 한 우리 학생들이 대견하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 대학의 다른 학생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멋진 도전을 계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5월 21일 BE학회 선배들을 초청하여 진행한 글로벌경제학

과 유학/대학원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간담

회에서는 본교 경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료하고 미국 경제

대학원으로 박사과정 유학을 떠나는 선배 6명을 초청하여 생생

한 경험과 후배들을 위한 조언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COVID-19으로 인해 Webex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되었으며, 사전에 올라온 글로벌경제학과 네이버 카페 게시글

을 통하여 Webex 링크를 확인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본 간담회에 연사로 참여한 선배들은 미국 경제대학원 유학이

란 길은 어떤 길인지 소개를 간략하게 한 다음, 유학을 준비하

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들을 step by step으로 설명해주었고, 

끝으로 청중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원, 더 나아가 미국 대학원 유학이라는 진

로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부

를 졸업하고 미래로 나아갈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의 폭

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직접 몸으로 겪어가며 체득한 귀중한 경험을 후배들에게 아낌

없이 전달하려는 선배들의 모습은 내리사랑의 귀감이며, 훗날 

후배들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멀리 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글로벌경제학과 유학/대학원 간담회 

글로벌경제학과와 글로벌리더학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연합학술제가 지난 16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학

술제는 두 학과가 서로의 학문을 이해하고 교류하는 기회의 

장으로써 글로벌경제학과와 글로벌리더학부 소속의 많은 학

생들이 참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전공교수님들의 보

고서 심사와 평가단의 보고서 발표 평가를 통해 진행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양 학과의 연합학술제는 평소 접하지 못

하던 서로의 학문을 이해하고 또 교류함으로써 본래 자신의 

전공을 심도 깊게 탐구하고 상대의 전공을 접목시키는 융합

적 사고와 학문적 의미를 빛내는 것에 있어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최초 학술제에는 21팀이 신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보고서까

지 제출한 곳은 20팀이었다. 이 중 12팀을 이동원 교수님, 최

재성 교수님, 김민호 교수님, 김상태 교수님 총 4분이 평가해

주신 보고서 점수를 바탕으로 발표 팀으로 선정, 16일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청중들에

게 공개되었으며, 발표자들이 모인 강의실에서는 특별히 방

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진행되었다.

발표자로 선정된 12팀은 모두 자신들이 준비했던 보고서를 

열과 성을 다하여 발표하였으며, 본 학술대회를 위하여 학생

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 느낄 수 있는 발표들이었

다. 보고서 점수와 발표 점수를 8 : 2 비율로 산정하여 수상팀

이 결정되었으며, 수상팀들은 다음과 같다. 

대상:   ‘화석(진)’팀 “경제 충격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기대

심리 변화를 고려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화정책 

전략”, 

최우수상:   ‘채권법연구소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플랫폼 경제

의 방향성 제시”, ‘제와리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전망에 따른 입법·정

책적 대응전략 제시”, 

우수상:   ‘로우리스크로우리턴팀’ “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

하는 정책 및 제도 연구”, ‘로코전문가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투자 촉진과 수출 장려 정

책”, ‘글law리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특정 직군 

피해 구제를 위한 제언” 이상 총 6팀이 수상하게 

되었다.

처음 개최하는 연합학술제를 위해 글로벌경제학과 학생회 

‘toGEther’와 글로벌리더학부 학생회 ‘글:다움’은 따로 TF

를 구성하여 학기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

여 준비해왔다. 그들 외에도 심사에 참여해주신 교수님들

과 대회 참가자들 학술제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내 행

정실 등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탠 결과물이 본 학술제이다. 

COVID-19로 인해 많은 것에 제약이 걸린 지금, 이번 학술

제는 성균인들이 하나되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라고 말해

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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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한민국 젊은 층을 중심으로 베트남 문화

가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베트남 쌀국수(Pho)와 

분짜(Bun Cha)부터,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다낭

(Da Nang), 호이안(Hoi An)까지. 같은 동양임에도 불구

하고 묘하게 이국적인 베트남의 문화에 우리는 매력을 

느끼곤 한다. 

이번 <외국인의 성대생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우

리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한 글로벌경제학과 20학번 

Trieu Minh Phuong학우를 만나보았다. 코로나로 대부

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녀의 학교 

사랑은 남달랐다.

한국에서의 생활

그녀는 재작년인 2019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와 연세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만 전공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우리학교 글로벌경제학과에 재

입학해 2학기를 수료한 상태다.

“한국에 도착하고 가장 처음 느낀 건, 역시 사람들이 

말을 아주 빨리 한다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보던 것과 

달리 하늘도 굉장히 맑고 선명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차가울 것이라

는 편견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다들 친절하고 많은 도

움을 주셔서 기억에 남아요. 특히 아주머니들이요! ”

걱정한 것과 달리 한국 시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고 언급한 그녀였지만, 역시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는 

데에는 때때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지금

까지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거주해 아직

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편은 아니다. 그래서

인지 병원 진료와 같이 유창한 의사소통이 요구되는 

상황이 다소 난감하기도 했다고 한다. 다행히 이런 상

황에서 번역 어플리케이션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최

근 베트남 통역을 제공하는 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

어 소통의 장벽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코로나 19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을 여

행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여

름방학 동안 친구들과 부산이나 제주도를 여행해보고 

싶다고 했다. 또한 배가 터질 때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

고 저장공간이 모두 찰 때까지 사진을 찍고 싶다고 전

했다.

성균관대학교에서의 생활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지난 학기에 스터디그룹 활동을 했는데, 정말 의미 

있었어요. 과제가 어려웠는데 스터디그룹원들과 함께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팀

원들이 제게 많이 가르쳐주기도 했고요. 수업 자체도 

머리가 다 빠질 만큼 어려웠지만, 교수님께서 학생들

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직접 적은 필

기를 배포하셨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죠. 성균관대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교수님들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녀는 무엇보다도, 우리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열

정이 인상 깊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2020년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감상도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온라인 수업 시작하기 10분 전 잠에서 깨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 학교에 직접 가

서 듣는 수업과 많은 활동들이 좀 그립더라고요. 대부

분의 시간을 제 방 안에서 슬퍼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

요. 그렇지만 온라인 수업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경

험의 일부였다고 생각해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무엇인가요?

“하나만 꼽자면, 과에서 진행한 레이싱 대회에요. 물론 

진짜 레이싱 대회는 아니었지만요. 코로나19 상황 때

문에 대부분 행사가 취소되었고 모두가 우울해있던 상

태였는데, ‘카트라이더’ 게임 토너먼트 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저희 팀은 이기지는 못했지만 정

말 재미있었어요. 저희 팀원 중 한 분이 개인전에서 우

승 했던 것도 기억나네요”

앞으로의 계획

그녀는 언젠가 베트남에 돌아가 더 많은 공부를 할 것

이라고 한다. 희망하는 기업체에 입사할 수 있다면 정

말 좋겠지만, 어디든 자신을 찾아주는 곳이라면 괜찮

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녀가 글로벌 경제학과를 선택

한 이유도 앞으로의 계획 때문이다. 그녀는 한국이 비

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해, 베트남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꿈이라

고 한다. 

전공을 공부하면서 때때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지

만, 매일매일 자신이 공부하는 내용들에 재미를 느끼

며 학업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Trieu Minh Phuong 학우가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에게 

전하는 말로 이번 인터뷰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백신을 찾고, 전염병을 치료하

는 데 몰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명심해야 할 것

은 이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하

다는 거예요. 집에 홀로 계속 있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저처럼요. 상황이 점차 나

아진다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를 해보시기를 바래요. 저희의 마음을 위

해서요.”

    베트남에서 온 Trieu Minh Phuong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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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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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소식

  퀀트응용경제학과 1기 졸업식

경제대학 퀀트응용경제학과의 첫 졸업식이 2021년 8월 27일(금)에 

성료되었다. 2020년에 입학한 1기 원우들은 1.5년의 코스웍을 마

치고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해당 자리에는 박민수 학과장 및 퀀트응용경제학과 교수진들이 

참석하여 퀀트응용경제학과 첫 졸업생들의 새로운 발걸음을 응원

하였다.

퀀트응용경제학과 
소식

Quantitative Applied Economics

<동계 파이썬 캠프 특강> 2021/01/16 ~ 2021/02/20

Section 1. 이진행대표(WAI) : 금융 데이터 분석(총 3회)

1-1. 1/16 (토) 오전 10시 ~ 12시 45분

- 강의 주제 : 주가예측

1)   Kospi 200 종목을 대상으로 크롤링/전처리/모델링을 

수행하여 주가를 예측하고, 그 과정 상에서 흔히 저

지르는 오류들과 예측만으로 투자할 때의 한계점 등

을 설명

2)   예측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들을 설명

1-2. 1/23 (토) 오전 10시 ~ 12시 45분

- 강의 주제 : 롱숏 페어트레이딩

1)   롱숏 페어 구성을 할 때의 주의점, 판단 기준, 한계점 

등에 대해 설명

1-3. 1/27 (수) 오후 6시 45분 ~ 9시 30분

- 강의 주제 : 포트폴리오 구성

1)   주가 예측 결과를 토대로 균등 투자/MPT 적용/Black 

Litterman 적용하여 결과를 살펴보고 한계점을 설명

Section 2.   권순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SQL 입문 

with Python (총 1회)

- 1/30 (토) 오전 10시 ~ 12시 45분

Section 3.   강태영 (언더스코어): 자연처 처리 with 

Python (총 3회)

3-1. 2/3 (수) 오후 6시 45분 ~ 9시 30분

- 강의 주제 : 자연어 처리 with Python

1.   텍스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파이썬 함수 복습 +  

정규표현식(regex)

2.   LDA 토픽 모델링

3.   단어-벡터 임베딩

4.   간단한 분류 모델 개발

5. NLP의 활용 가능성 (자기소개서 분석 사례)

3-2. 2/6 (토) 오전 10시 ~ 12시 45분

- 강의 주제 : 자연어 처리 with Python

1.   텍스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파이썬 함수 복습 +  

정규표현식(regex)

2.   LDA 토픽 모델링

3. 단어-벡터 임베딩

4. 간단한 분류 모델 개발

5. NLP의 활용 가능성 (자기소개서 분석 사례)

3-3. 2/9 (화) 오후 6시 45분 ~ 9시 30분

- 강의 주제 : 자연어 처리 with Python

1.   텍스트 데이터 활용을 위한 파이썬 함수 복습 +  

정규표현식(regex)

2. LDA 토픽 모델링

3. 단어-벡터 임베딩

4. 간단한 분류 모델 개발

5. NLP의 활용 가능성 (자기소개서 분석 사례)

   

Section 4.   이재훈 박사: 환율 결정 요인 및 환율 예측 모

델 구성 (총 2회)

-   2/20 (토) 1회. 오전 10시 ~ 12시 45분 / 

 2회.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강의 주제 : 환율 결정 요인 및 환율 예측 모델 구성

1. 시장 환율과 PPP 환율의 차이점 이해

2. 통화의 고평가 / 저평가 측정 방법

3.   시장 데이터와 거시경제 데이터를 활용한 환율 예측 

모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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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학

교원 동정

COLLEGE OF 
ECONOMICS

성균관대학교 이진형 교수가 '약국 서비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자로 선정되

었다. 연구 예상 비용은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 조제수가 개선과 약사의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 

연구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대대적이고도 종합적인 연구이며, 변화하는 보건의료 

및 사회 환경에 따른 약사의 전문서비스 영역 개발과 서비스 가치를 기반으로 적정보상체계

를 마련해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형 교수, '약국서비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 책임연구자로 선정

신임교원 소식

전공분야: 거시경제학

- 학력: 

D.Phil. in Economics, University of Oxford (Lincoln College), September 

2018

M.Sc. in Economics with Distinction,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November 2015

B.A.,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February 2005

    김명현 경제학과/글로벌경제학과 교수

- 전공분야: 경제발전론

- 학력: 

Ph.D. in Economics, Boston Universtiy, 2019

B.A. in Economics, Yonsei University, 2013

    정연하 경제학과/글로벌경제학과 교수

- 전공분야: 고차원 베이지안 추론

- 학력:

서울대학교, 통계학 박사, 2017

서울대학교, 통계학 학사, 2010

    이경재 통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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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만나보는 경제대학의 모습

성균관 썰썰썰  경제학과&글로벌경제학과의 모든것

2021 여름 경제대학 온라인 학위수여식

2021학년도 1학기 우석정호장학금 수여식

[ 학부 ]

학과 보직명 성명 연구실 전화번호 이메일

경제학과 학과장 송	준 교수회관	40426호 02-760-0413 joonsong@skku.edu

통계학과 학과장 백	창	룡 다산경제관	32410호 02-760-0602 crbaek@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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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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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

학과 보직명 성명 연구실 전화번호 이메일

경제학과 학과장 조	두	연 교수회관	40301호 02-760-0148 dooyeoncho	@skku.edu

통계학과 학과장 백	창	룡 다산경제관	32410호 02-760-0602 crbaek@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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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과 학과장 박	명	섭 경영관	33523호 02-760-0624 mspak@skku.edu

보직교수 소개



29

28

성
균
관
대
학
교 

경
제
대
학 

소
식
지

    경제대학 총동문회 소식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이재성, 김일광 박사, 

상지대학교 조교수,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교 부교수로 각각 임용

본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졸업생 이재성 박사(무역학 전

공), 김일광 박사(국제물류·통상전략 전공)가 각각 상지대

학교 조교수,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교(www.kiuf.uz)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이재성 박사는 2014년 2월, 「국제 해상운송조약상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로테르담규칙을 중심으로」(지도교수: 박

명섭)로 박사학위를 받고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연구원, 

와세다대학교 상학연구과 교환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겸임

교수, 상지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거쳐 2021학년도 3월부터 

상지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본교 재학 중에는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에서 장보고 

전문가 육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교내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사)한국무역학회가 개최하는 2013년 한국무역학회 동

계학술대회에서 「항해과실면책의 생성과 변화에 관한 고찰」

이라는 제목으로 신진학자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

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2014년 후속세

대연구지원사업(박사 후 연구원)에 선정되었으며 성균관대

학교 교내 박사 후 연구지원 사업에도 역시 선정되었다. 

주요 연구 분야는 FTA협정, 관세와 통관, 원산지 관리 분야

이며 한국무역학회(우수등재학술지)를 비롯한 다수의 무역

학 관련 분야 학술지(SSCI, 연구재단 등재지 등)에 30여 편

의 논문 및 저서를 출판하는 등 학술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김일광 박사는 본교 무역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8월 「대중국 교육서비스 수출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지도교수:박명섭)로 박사학위를 취득하

였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초빙교수와 무역연구소 

선임연구원, 고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등을 역임하였으

며, 2021년 9월부터 우즈베키스탄 한국국제대학교 국제통

상학과에 부임할 예정이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 무역실무와 국제경영 분야에서 다

양한 연구와 학회 활동을 하고 있으며, Journal of Korea 

Trade(SSCI)와 무역학 관련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십여 편

의 논문을 게재하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본교 출

신으로 우즈베키스탄 대학에 처음 임용된 사례로 한-우즈

벡 양국간 학술 교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성 박사, 김일광 박사

현재 경제대학 총동문회 회장에는 최재홍(경제78, 전 한국

해양보증보험 대표, STX리조트 대표) 동문이 재임하고 있

습니다. 수석부회장은 현재 공석으로 선임을 위해 노력 중

에 있습니다.

사무처 역원으로는 사무총장 김기연(경제85,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영업부문 부사장), 총무국장 김성웅(경제07, 신세계

인터내셔널), 재정국장 정용기(경제07, 법무법인 안심 변호

사) 동문이 애써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성웅 동문과 재

정국장 정용기 동문은 재학 시절부터 경제대학 학생회장

과 국장으로 경제대학을 위해 봉사했었고, 이음멘토링 1기 

멘티 출신이자 5기부터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대학 동문을 이어주는 이음멘토링을 위하여 

사무총장 김기연 동문은 현재 멘토링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멘토링부위원장으로 임성훈(경제88, RENOVA 대

표) 동문, 멘토링지도교수로 이진형 교수가 수고하고 있습

니다.

본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졸업

생 박영현 박사(국제물류·통상

전략 전공)가 경남대학교 조교수

로 임용되었다.

박영현 박사는 2016년 8월 <식

품수출기업의 SCM과 CSR이 식

품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

증분석(지도교수: 박명섭)>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경남대학교 교육중심교수로 3년간 재직하고 올해 3월 경

남대학교 무역물류학과 정년트랙으로 임용되었다.

본교 재학 중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방

위사업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

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조건부가치추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연구, 현지화 전략이며 현재 한국무역

학회(우수등재학술지)를 비롯한 다수의 사회과학분야에 20

여 편의 논문을 출판하는 등 학술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박영현 박사,  

경남대학교 조교수 임용

본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생 김현재 박사(의료경제 전공)

가 서정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

었다. 

김현재 박사는 2021년 2월 「보

건의료시장 및 보건행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지도교수: 이진

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올해 3월 서정대학교 간호

학과 보건의료정책 전공 정년트랙 교수로 임용되었다.

본교 재학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노동부 등의 다양한 연구 및 국내외 학술발표에 참여

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대학원생 학

술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의료시장에 대한 산업조직론적 분석 및 

보건정책평가이며 사회과학분야에 여러 편의 논문을 출판

하는 등 학술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김현재 박사, 서정대학교 조교수 임용경제대학

동문 소식

COLLEGE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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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부가 갈라지기 일쑤였고 강한 추위에 몸이 벌벌 떨

렸다. 매일 오전 5시 30분 기상해 무거운 음식재료를 옮

겨야 했다. 조리담당 대원 세 명이 나머지 대원과 방문객 

100여 명의 세 끼를 책임졌다. 그는 “친구들끼리 한강에 

가서 치맥을 즐기며 깔깔거리던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다. 도착 사흘 만에 우울증이 왔다. 엄마가 

보고 싶어 가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남극의 광활한 대자연이 그에게 위로를 건넸다. 함

께 근무하는 대원들과 어울리며 점점 남극에서의 삶에 적

응했다. 휴일에 대원들과 남극펭귄을 보거나 다른 해외 연

구소를 방문하려 하이킹을 떠났다. 틈틈이 일상을 기록하

는 일기도 썼다. 그는 “낮이 짧고 돈 쓸 곳도 없는 남극에

서 내가 무얼 위해 달려왔고 어디로 가야할지 깊이 고민

했다”며 “한국에서 대학생으로 살다보면 모든 행동을 취

업에 도움이 되는 스펙이냐는 잣대로만 판단하지만 남극

에서는 이런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남극에서 근무를 마친 그는 지난해 4월 귀국했다. 학교로 

복학하지 않고 스스로 무슨 일을 하며 살고 싶은지를 고

민하며 독서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남극에 다녀

와서 삶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취업이나 결혼을 포기한 ‘N포’나 내 인생은 한 번뿐

이라고 외치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가 아

니에요. 오직 재밌을 것 같아서 남극으로 떠난 ‘재미주의’

에 가까웠죠. 크게 변한 건 없지만 제 생각에 확신은 생겼

어요. 재밌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남극 소설 읽다 문득 재밌겠다 싶어…남극서 요리사 됐죠” 

‘재밌으면 그걸로 충분해’ 글로벌경제학과 김인태 동문

나이 스물 넷. 열심히 취업준비를 위해 달릴 때다. 학점, 토

익점수를 높이고 자격증도 따야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냉혹한 취업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이때 생뚱맞게 조금 

다른 선택을 했다. 남극에서 요리사로 일해 보는 것. 남극장

보고과학기지 조리지원 대원으로 5개월간 일한 경험을 지

난달 15일 에세이 ‘재밌으면 그걸로 충분해’(상상출판)로 펴

낸 김인태 씨(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26) 이야기다. 

그는 지난달 29일 전화 인터뷰에서 “2019년 여름방학 때 

남극에서 냉면을 만들어 먹는 내용의 공상과학(SF) 소설 

‘남극낭만담’을 읽다 문득 남극에 가면 재밌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소설을 읽던 중 남극에서의 삶이 갑자기 머리 속에 펼쳐졌

다는 것. “원래 저는 안전지향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남극

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남극

기지에 미친 척하고 지원했는데 합격해버렸습니다.”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는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

과학기지 근무대원을 매년 뽑는다. 극지 연구뿐 아니라 시

설관리나 조리를 담당하는 업무도 있다. 대부분 해당 분야

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지만 조리지원 업무는 자격

증과 1년 이상의 조리 경력만 있으면 된다. 그는 “전공인 경

제학이 너무 재미없어서 2017년 군 전역 후 한식조리기능

사 자격증을 땄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떠나 비행기를 타고 사흘을 이동한 끝에 2019년 11

월 남극에 도착했다. 온통 새하얀 남극의 풍경은 가슴을 두

근거리게 할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재미삼아’ 떠난 이곳은 

휴양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습도가 1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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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용 경제학과 문행석좌교수·장유순 인디애나대학교 교수,  

경제대학발전기금 1억 원 기부

박준용 교수(경제학과 문행석좌교수)와 부인인 장유순 교수(인디애나대학교 교수)는 6월9일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경제대학

장실을 방문하여 「경제대학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

기금전달식에는 박준용 교수와 장유순 교수가 동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우리 대학에서는 김성현 경제대학장을 비롯

하여 김창식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기금전달식에서 박준용 교수는 “기부금이 경제대학의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뜻을 밝혔다.

박준용 교수는 에너지 경제학 국제학술대회(WEE 2019 : Workshop on Energy Economics 2019)를 개최하고 에너지 수요를 

분석하는 대규모 연구프로젝트를 우리 대학 경제연구소에 유치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 활동 및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박준용 교수의 모교 전체 누적기부액은 2억여 원에 이른다.

학과사랑·후배사랑

故 우석(愚石) 정호 (1938~2018)
(주)화신 회장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58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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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  E-mail  

주소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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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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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원 (        )        기타 (        )   

직장  

기금종류
 경제대학 발전기금                        

 기타용도 (                                                                                 )

기부약정금액 일금                                                         원 

기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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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470-05-00118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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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예정일                  년             월            일

 

 개인정보동의
약정서에 기재 된개인정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금관리 용도로만 사용되며,

「성균관대학교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히 관라할 것을 약속드립ㄴ디.

※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우편,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하신 기부금 전액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성균관대학교 발전협력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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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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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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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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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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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