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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가족 여러분

제가 학장을 맡은 지도 2년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두 해 동안 전 세계에 엄청난 영

향을 주었던 코로나가 이제는 수그러들었고, 봄을 맞아 학교는 예전과 같은 활발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5월 대동제를 비롯한 각종 교내행사가 다시 시작할 예

정이고 캠퍼스는 학생들의 활기찬 발걸음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학기 백경환 교수

님을 시작으로 앞으로 2년간 매 학기 한 분씩의 교수님들께서 은퇴를 하십니다. 하

지만 동시에 작년 김명현, 정연하 교수님, 올해 김덕규, 김지현, 한철우 세 분의 신

임 교수님들을 모시게 되었고 내년에도 몇 분의 새로운 교수님들을 모실 계획입니

다. 대학원 BK사업은 2년 차를 맞아 계속해서 좋은 연구성과를 내고 있고 퀀트응

용경제학과는 올봄에 있은 3기 신입생 모집에 2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며 각종 

경시대회에서의 입상 소식도 많이 들립니다. 이렇게 저희 경제대학은 양적으로 질

적으로 성균관대를 대표하는 단과대학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전체 및 학과의 QS랭킹 하락은 염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학계

와 기업체의 평판도 측면에서 경제대학 랭킹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통계학과 대

학원 인기는 여전하지만 경제학과 일반대학원으로의 진학률은 하락하였습니다. 학

부생들의 이탈률도 올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코로나 이전의 수치를 회복하지는 못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취업환경은 저희 졸업생들에게 직격탄을 날

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저희 교수진들과 행정직원들은 새로

운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

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능한 신임교원의 확보나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의 연구환

경 개선은 경제대학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

러 분야 동문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성균관대학교의 대학종합발전계획인 VISION 2030을 달성하고 새로운 시대

에 맞는 교육과 연구를 위해 경제대학은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해외 저명 학자들을 초빙해 경제대학 뿐 아

니라 학교 전체를 위한 특강을 개최하며, 학생들의 국제교류 경험을 위한 유

수의 해외대학들과의 협정 체결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기회 되는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 경제대학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최

정상의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장   김 성 현



05

04

경제대학 
Facts & Figures

Facts & Figures 현황

학과 학부생 대학원생 합계

경제학과 879 49 928

통계학과 279 66 345

글로벌경제학과 584 - 584

퀀트응용경제학과 - 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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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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제1회 성대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우

리 대학 경제대학, 소셜이노베이션융합전공이 주최하고 

BK21 사업 대학원혁신이 후원한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대격변의 시대(An Age of Upheaval)’를 주제로 앞으로 

다가올 27년,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했다. 팬데믹, 기후

변화,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 AI 혁명 등의 대격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균관대를 플

랫폼으로 세계적 석학들이 해결책을 모색했다.

UCLA, 성균관대 석좌교수이자 ‘총 균 쇠’의 저자인 재레

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지금 다시 계몽’의 저자인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교수가 대담을 나눴다. 뿐만 아니라 스탠

포드 대학의 키요테루 쯔쯔이 교수, 마이클 번스타인 교

수 등 국내외 다양한 교수들이 연설, 그리고 토론에 참여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 대학의 브랜드를 살려 인류

의 보편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획한 첫번

째 글로벌 컨퍼런스다. 본 행사는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영

어와 한국어 통역으로 생중계되었으며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되었다.

컨퍼런스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총 4개

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김준영 성균관대 이사장의 축

하 인사로 오전 세션이 시작되었다. 우리 대학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첫번째 세션의 주제는 ‘대

격변의 시대’로 성균관대 석좌교수인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Global History: The Next 27 Years’를 주제로 기

조 연설을 진행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코로나19

가 국가 협력의 기회를 촉발했으며 팬데믹 사태가 문명

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 교

수는 인류가 당면한 위험 요소로 핵전쟁, 글로벌 기후 변

화, 천연자원의 고갈, 그리고 불평등을 제시했다. 핵의 위

험성이 현대 사회에서 간과되고 있다는 점과 핵전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온 현상인 핵겨울의 위험성을 언

급했다. 또한 자원의 소비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

며 지구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으로 불평등으로 인한 진정한 위험을 지적하며 국가 내 

불평등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불평등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대안이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비관

적인 태도를 갖기 보다는 앞서 말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대학 
News

  제1회 성대국제컨퍼런스 '대격변의 시대' 성공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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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기조 연설 이후, 스티븐 핑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와 스탠포드대 키요테루 쯔쯔이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스티븐 핑커 교수는 재레드 교수

가 제시한 위험들이 절대적으로 위협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낙관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또한 위험성

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 고

갈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의 신기술 개발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절대 빈곤 또한 빈곤국의 빠른 선진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키요테루 쯔쯔이 교수는 불평등

은 절대적인 시각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각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불평등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했다. 결국 인간의 보편적 의무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

가 있다고 말하며 공정성, 평등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

도록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평등,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국가의 권력을 주제로 한 

두번째 세션은 UCLA 사회학과의 시실리아 멘지바 교수

의 연설로 시작됐다. 시실리아 멘지바 교수는 ‘Migration 

Upheavals, Sending and Receiving States, and Policy 

Responses’를 주제로 이주 송수신 국가의 역할과 이주 흐

름에 대한 정책 대응을 다루었다. 시실리아 멘지바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 가난 등으로 인해 국경을 넘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주 수용국과 송출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

며 이주에 대한 감시, 감독이 아닌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 위

기라고 불리는 현시대에서 국가 행위자의 중요성을 지적

했다.

이어서 연설에 나선 아만다 멀디 조지아대 국제관계학

과 교수는 ‘Hostilities, Civil Society, and Growing Human 

Rights Abuses’를 주제로 대격변의 시대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연설했다. 

양극화와 불평등이 현재의 인권에 의도적, 혹은 의도하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인과적 경로를 설명했다. 따라서 

대중이 인권 정책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하며 글로벌 인권 체제 강화와 동시에 국내의 인권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인권이 세계 평화와 직결된다

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의 에밀리 류 교수와 우리 대학의 조원빈 교수가 토론

자로 나서 각국의 입장에서 이주와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후 세션들은 신동렬 총장의 축하 인사로 시작되었으며, 

우리 대학 김성현 경제대학 학장이 사회를 맡았다. 세번째 

세션의 주제는 ‘다가오는 대격변, AI와 소셜굿’으로 스탠포

드대 컴퓨터 공학과 마이클 번스타인 교수가 연설을 맡았

다. ’AI and Society: Institutional Design, and Engineering 

Responses’라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한 마이클 번스타인 

교수는 AI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기술 자체는 공정하더라도 

그 사용은 불공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AI의 

설계 및 개발 과정에서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에 대한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

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집단의 목소리를 어느 비중으

로 반영해야 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그 다음으로 성균관대 데이터사이언스 융합학과의 사

이먼 성일 우 교수가 ‘Adversarial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를 주제로 연설했다. 사이먼 성일 우 교수는 머

신러닝 알고리즘의 오류 사례들을 통해 인공지능 시스템

의 악영향을 언급했다. 또한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 정치

적으로 오용되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소개했으며 AI 

성능 개발에 있어 안보,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등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세션의 토론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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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김주호 교수와 다트머스대 찰스 크랩트리 교수

가 나서 앞선 연설에 대해 담론을 나누었다.

마지막 세션의 주제는 ‘전 세계적 문제 어떻게 해결해

야 하나: 비영리적 조직, 도시,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었

다. 네번째 세션의 기조 연설을 맡은 스탠포드대 윌터 우

디 파웰 교수는 ‘Fix the System or Support the System? 

Divergent Responses to the Pandemic in Shenzhen 

and San Francisco Bay Area’라는 제목의 연설을 진행

했다. 윌터 우디 파웰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민 

사회에서 어떠한 현상과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이러한 다양한 반응에 대

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

을 언급했다. 또한 기업과 비정부단체 간의 협력, 비영리

단체들의 기여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우리 대학 경

제학과 김영한 교수, 행정학과 박성민 교수와 함께 전 세

계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사회를 맡은 우리 대학 구정우 교

수는 우리가 당면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함께 살펴

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글로벌 대격변의 특징에 대해 

돌아볼 수 있었다고 의의를 밝혔다. 본 컨퍼런스는 사회

과학 분야와 이공계의 세계적 석학들, 연구자들을 한자리

에 모아 전 지구적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

은 행사였다. 앞으로 개최될 성대국제컨퍼런스에도 많은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지난 4월 22일, 600주년기념관 소향강의실에서 우석(愚

石) 정호장학금 10주년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정서진 주

식회사 화신 사장, 김준영 이사장, 조준모 부총장, 김성현 

경제대학장을 비롯한 내빈과 장학생 20명이 참석하여 장

학증서 및 기념품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0주년을 기념하여 정호 회장 회고 및 졸업생 인터

뷰 영상이 제작되어 뜻깊은 시간을 더할 수 있었다. 정호 

회장은 우리대학 경제학과 58학번으로서 졸업 후 제일모

직공업을 거쳐 현재의 주식회사 화신을 설립하셨다. 평소 

근검절약하는 생활과 뛰어난 기업경영을 통해 평생 일군 

재산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신 정호 회장은, 모교 

후학들을 위해서 장학기금 마련에 앞장서는 나눔을 실천

하고 우리대학의 인의예지 정신을 구현하신 존경받는 기

업인 이셨다.

  우석정호장학금 수여식, 경제대학 故 정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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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으로는 새마을훈장 근면장, 자동차의 날 철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하셨으며, 2011년에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공

로와, 모교의 위상을 높인 공로로 성균인이 선정한 ‘자랑스

런 성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우석 정호 장학금」이 신설된 2012년도부터, 국가와 사회

에 기여할 잠재력이 높은 경제/경영대학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 학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오

늘 수혜자까지 총 39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금년  

1학기에는 경제대학 16명, 경영대학 4명 총 20명의 학생에

게 4,0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세상을 밝히는 성대명륜(明倫)강좌 개최, 김준영 이사장 강연

우리대학은 국내외 석학을 초청하여 2022년 한국사회를 

진단하는 연속 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세상을 밝히는 성대

명륜(明倫)강좌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번 특강은 글로벌 

관점에서 정치, 경제, 인문, 사회 등 각 분야별 이슈를 공유

하고, 이에 대한 미래 전망 및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자 국내외 석학을 초청하여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강연은 오는 3월 17일 15시, 김준영 우리대학 이사

장이 “우리의 지성(知性), 성대에서”라는 주제로 강연되었

다. 김준영 이사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로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학교법인 성균관대

학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대학

교 총장을 역임했다.

4월 13일에 개최되는 2차 특강은 스탠포드 대학의 발터 샤

이델(Walter Scheidel) 교수가 “경제적 불평등의 역사: 과

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발터 

교수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역사학자이며, 스탠포드 대학교 

인문학부 딕커슨 교수이며, 고전 및 역사학 교수이다. 우리

에게는 불평등의 역사(The Great Leveler)라는 저서로 알

려져 있다.

3차 특강은 4월 21일, 브라운 대학의 데이비드 웨일(David 

N. Weil) 교수가 “로봇, 번영 그리고 불평등”이라는 주제

로, 4월 29일에는 콜럼비아 대학의 로버트 에릭슨(Robert 

Erikson) 교수가 “정치적 양극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예

정이다.

마지막 강연은 우리에게 생각의 기원(A Natural History 

of Human Thinking), 도덕의 기원(A Natural History of 

Human Morality)이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듀크 대학의 마

이클 토마셀로(Michael Tomasello) 교수가 “생각과 도덕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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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일 Brown University의 David N. Weil 교수가 

“Robots, Prosperity and Inequality”를 주제로 강연을 진

행하였다. 70분 강의, 5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된 강의에

는 우리대학 김성현 경제대학 학장이 사회를 맡았다. 데

이빗 와일 교수는 『아프리카의 성공』, 『경제성장론』 교과

서의 저자이자 Brown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로, 세상

을 밝히는 성대 명륜(明倫) 강좌의 3차 특강을 맡아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었다.

강연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관계’, ‘기술발전과 임

금 수준’, ‘기술이 인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하여 

‘소득불평등 완화책’ 등 포괄적인 번영과 경제 불평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다. 특히 기술발전, 교육, 재분배 정

책, 시대적 특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은 서로 같거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숙련 

편향적 기술이 발전하여 임금격차를 야기하는 상황을 현

실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어지는 Q&A 시간에는 박민수 경제학과 교수, 김성현 

학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생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래로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이유와 관련하여 교수는 ‘독과점 산

업이 성장할수록 기업과 소수의 노동자들이 많은 이윤을 

가져가고’,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엘리트의 계층 되물림과 관련해서는 ‘중산층이 

교육을 통해 상위 0.1%로 가기에는 힘들겠지만, 공립대

학 또는 온라인 학위 등을 통해 충분히 고소득층이 될 수 

있으며’, ‘엘리트 계층이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것에 반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공유하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특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실시간 스트리밍) 동시 

진행하였으며, 관심 있는 교내구성원과 학생은 사전신청 

없이 Zoom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브라운대 David N. Weil 교수 성균관대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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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소식

경제학과 
소식

Economics

College of 
Economics

12월 15일(수)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국제관에서 개최된 <President's 

List> 시상식에 경제대학 학부생 2명과 대학원생 1명이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이번 「President’s List」는 단과대학과 학생성공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최종 학부생 22명, 대학원생 7명 총 29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총장 메달 및 표창장, 기념품 수여, 수상기록 

학적부 기재, 수상자 커뮤니티 활동 및 지원의 특전이 주어진다.

「President’s List」는 ▲자기주도성, 창의, 도전 정신 함양을 통해 

타인과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전파하는 수기치인(修己治人)형 

인재 발굴, ▲결과와 과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학생 성공 사례 발

굴, ▲SKKU 학생성공 모델 구축 및 학생성공 개념 공유 및 확산

을 위해 2019년 도입되었다. 

시상식에 참가한 경제학과 유진영 학생의 학부모는 “경제학자를 

꿈꾸는 진영이에게 이런 귀한 상을 주시고 항상 좋은 멘토가 되어

주신 류두진 지도교수님을 비롯한 경제학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

다. 오늘 주신 상은 진영이가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다 

힘들고 지칠 때 큰 힘과 격려와 위로와 응원이 되어 주리라 믿습

니다”고 말했다.

    President's list 시상식,  

경제대학 3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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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ident's List>

구분 소속 학고 성명

학
부

학부대학 인문과학계열 장해민

유학대학 유학동양학과 차서연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신민희

러시아어문학과 김나연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이호인

소비자학과 조수영

경제대학
글로벌경제학과 한진수

경제학과 이찬주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이훈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이정은

예술대학
영상학과 김호산

영상학과 오세영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문경욱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채정우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박동찬

컬처앤테크놀로지융합전공 허정원

구분 소속 학고 성명

학
부

공과대학
건축학과 박성우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강			훈

약학대학 약학과 정형기

생명공학대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권호성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과학과 손유승

성균융합원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여석진

대
학
원

문과대학 사학과 이재석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박경우

경제대학 경제학과 유진영

사범대학 컴퓨터교육학과 정종범

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조정익

공과대학 산업공학과 한종인

성균융합원
지능형정밀헬스케어
융합전공

이나경

경제대학은 3월 18일 오후, 다산경제관 32211호에서 '경제

학과 전공진입식'을 webex(온라인)로 진행했다.

이번 경제학과 전공진입식은 2022학년도에 새롭게 경제

학과에 진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으며, 경제

학과의 학과 소속감을 제고하고 학문적 로드맵 제시 및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경제학과 김예지 학생회장의 진행으로, 경제학과 진입생 

및 편입생 총 48명이 참여하였으며, 학과 소개 및 교육과

정 안내, 장학금 제도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었다.

특히 대학원 학생회에서 대학원 진학안내를 통해 본교 일

반대학원 및 유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로스쿨, 취업, 

고시 등 다양한 진로설계에 대해서도 학생회와 동아리에

서 직접 소통하며 신입생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2022년 경제학과 전공진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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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조준모 인사캠 부총장 겸 교무처장)와 경제학과 

BK21 교육연구단(단장: 김성현 경제대학장)은 공동으로 

“2022 SKKU International Conference: Trends in Digital 

Economy and Finance”를 개최한다. 경제학과 류두진 교수

가 기획해 2018년부터 시작한 우리대학의 Finance분야 국

제학술대회와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해외기관과 협력하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빙, 대형 conference 개최, 해외명

문대학 연구교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금번에 5번째로 기획되는 대형 국제학술행사에는 Finance 

분야 Field Top SSCI학술지 편집위원장(Editor-in-chief)

은 물론 해외의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대거 기조연설자와 

초청연설자로 참여한다. A1 학술지인 Journal of Banking 

& Finance의 편집장 Geert Bekaert 컬럼비아 경영대학

원 교수, Business/Finance 상위 14% 저널인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 Money의 편

집장 Jonathan Batten (RMIT University) 교수, 파생상품분

야 권위지인 Journal of Futures Markets의 신임 편집장 

Bart Frijns (Open Universiteit) 교수, U.S. News & World 

Report이 선정한 Top 10 Business School의 Robert Webb 

(University of Virginia) 연구석좌교수를 비롯한 해외 저명학

자는 물론, 금융과 정신의학/심리학을 통섭하는 베스트 셀

러 작가이자, 정신과 의사이며, MarketPsych (Refinitiv, 舊 

Thomson Reuters)의 CEO인 Richard L. Peterson 박사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신 흐름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외에도 전세계 20여개 이상 해외 명문대학의 저명학자들

이 수준 높은 연구결과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학

술대회에 참여할 외국인 교수진과 협력하여 연구성과교류

와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대학이 추진하고 있

는 글로벌 수준의 명품 교육 프로그램 정립을 위해, 성대明

倫강좌/글로벌수업/혁신수업에 접목할 계획이다.

일시: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장소: 성균관대학교 다산경제관 

경제학과 BK21 교육연구단(단장: 김성현 경제대학장)의 유

진영 대학원생(BK 및 논문 지도교수: 류두진 교수)이 2021

년도 4단계 BK21사업 우수 참여인력으로 선정되어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이번 부총리 표창은 

4단계 BK21 사업의 교육연구단(팀)의 모든 참여인력 중 탁

월한 성과를 창출한 대학원생 24명과 신진연구인력 5명에

게 수여되었으며, 사회과학분야는 전국에서 단 4명만 선정

되었다.

유진영 대학원생은 2018년 8월에 경제학과 학부를 졸업

    2022 SKKU International Conference: Trends in Digital Economy and Finance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제학과 BK21 사업단 유진영 대학원생, BK21 사업 우수참여인력 선정되어 부총리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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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석박사통합과정으로 BK21 교육연구단에 참여하

여, 현재까지 European Journal of Finance와 Journal of 

Futures Markets를 비롯하여 15편의 국제저명 SSCI학술

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현재 국내 대학원생 최초로, U.S. 

News & World Report가 선정한 세계 Top 10 Business 

School인 McIntire School of Commerce, University of 

Virginia에 공식 Visiting Scholar로 파견되어 해외공동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진영 대학원생은 “경제학과 BK21 교육연구단 덕분에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으며, 논문작성과 관련하여 아낌

없이 조언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김성현 단장님과 류두

진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재무금융분야의 훌륭한 연

구자가 되기 위하여 앞으로

도 끝없이 노력하겠다”고 소

감을 밝혔다.

한편 경제학과 BK21 교육연

구단(디지털시대 한국경제의 

건전성장을 주도하는 창의인

재양성 교육연구단)은 지난 2020년 4단계 BK21 사업 공

모에서 압도적 1위로 선정되었으며, 노벨경제학상 수상

자 초빙, 대형 국제학술대회 개최, 해외 명문대와 공동 교

육 및 연구, 학문후속세대의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경제

학 및 Finance 분야 전임교원 배출 등 다양한 성과를 창

출하고 있다.

2021년 12월 20일, 경제학과 BK21 교육연구단의 류두진 

교수가 한국금융공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KAFE-SKKU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e가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다.

총 10개의 Session에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유럽연

합(EU), 영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등 전세계 13개 국

가의 명문대와 World Bank, OECD, IMF등 세계 37개 기

관에서 파생금융상품, 머신러닝, 핀테크, 블록체인, 금융

수학, 시장미시구조, 금융경제학 등의 최신논문 53편이 

발표되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주최측 인원, 사회자, 일부 발표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우

리대학 원격강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하였다.

BK21 교육연구단장인 김성현 경제대학장의 축사로 오

전 8시 50분부터 다산경제관에서 시작된 국제학술대회

에서, 지난 24년간 Journal of Futures Markets (SSCI)

의 편집장(Editor-in-chief)을 담당해온 Robert Webb 

(Univ. of Virginia) 교수는 “Predatory trading, tail risk, 

and retail investors”에 대하여,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Institutions & Money (SSCI)와 

Finance Research Letters (SSCI)의 편집장인 Jonathan 

Batten (RMIT Univ.) 교수는 “Insider trading and market 

manipulation”에 대하여, Emerging Markets Review 

(SSCI)의 편집장인 Rose Liao (Rutgers Univ.) 교수는 

“Gender quotas and bank risk”에 대하여, Investment 

Analysts Journal (SSCI)의 공동편집장인 Robert Vivian 

(Univ. of Witwatersrand) 교수는 “The impact of the 

  KAFE-SKKU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e 성료

 KAFE-SKKU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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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waves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investment 

returns”에 대하여 각각 기조연설 발표를 하였다.

금융수학 및 금융공학 분야에서 최정상급 연구성과를 갖

고 있지만, 그동안 금융분야 국제학술대회에는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일본의 금융학자들이 대거 참석

하여, Jiro Akahori (Ritsumeikan Univ.) 교수의 ”Market 

simulator with Malliavin-Mancino's Fourier estimator” 논

문을 비롯하여, 일본금융공학회 학자들이 15편의 최신 논

문을 발표한 것은 본 학술대회의 큰 성과이다. 또한, 본

교 경제대학과 오랜 기간 교류해온 중국 샤먼대학교의 

Qian Han (Xiamen Univ.) 교수는 “Market call auction 

synchronization, or not?” 논문을, 홍콩 금융시장의 최고 

전문가인 Joseph Fung (Hong Kong Baptist Univ.) 교수

는 “The impact of monetary regime on the underpricing 

cost of Hong Kong IPOs”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중국/

홍콩-일본의 금융분야 국제학술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금융허브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Jonathan Batten 교수

“구글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은 여

러 사업 영역의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문어발 확장’ 플랫폼 기업들을 효과

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SK㈜가 

후원한 ‘제19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우재현 씨(한동대 경영경제학부 4년)와 최다영 씨( 3

년), 이예은 씨( 2년)는 지난 3일 논문 작성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플랫폼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다

각화 판단기준’이라는 논문으로 이번 공모전에 응모했다.

우리대학 글로벌경제학과 김승원·전규리·조은일 씨(디지

털 지급수단 혁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단기 충격반응 분

석) ,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임주영·김호수 씨와 서울시립

대 경영학과 홍승우 씨(가계부채의 MZ세대 소비잠식효과 

분석과 긴축기조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방안), 고려대 경제

학과 김승현·김인우·성유지 씨(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보

복소비 분석 등 3개 팀은 우수상을 받았다.

성균관대 글로벌경제학과 손세훈·글로벌리더학과 전강민 

씨(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통화정책 역할), 성균관대 국제통

상학과 조현아·경제학과 조건우 씨(인구 고령화가 글로벌 

서비스업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 경영학과 박기

태·성대한 씨와 서울대 경제학부 강태양 씨(디지털 플랫폼

의 특성별 규제방안) 등 3개 팀은 장려상을 받았다. 

  경제대학 학생, 한국경제신문 경제논문 공모전에서 우수상, 장려상 수상

Robert Webb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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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소식

    2021 SKKU Best Teacher Award  

(Outstanding Lecture Portfolio) 시상식 개최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이준영 교수)는 12월 3일(금) 제2공학

관 공과대학회의실 (26115B호)에서 「2021 SKKU Best Teacher 

Award(Outstanding Lecture Portfolio)」 시상식을 진행했다.

SKKU Best Teacher Award(Outstanding Lecture Portfolio)는 

2020학년도 2학기~2021학년도 1학기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 

및 강사를 대상으로, 교과목 포트폴리오의 충실성, 교육방법혁

신성, 교과목 개선 열정을 중심으로 우리 대학 공학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교수를 선정하였다. 자연과학캠퍼스에서 개설되는 

연 1700여개의 개설 강좌의 포트폴리오 중 15개의 우수 포트폴

리오를 선정했으며, 우수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통해 SKKU Best 

Teacher Award를 수상한 교수는 다음과 같다.

소속 성명 2021 우수교과목 포트폴리오

동아시아학술원 박이진 일본문화의이해

학부대학 우환식 학술적글쓰기

학부대학 윤민향 성균논어

사회과학대학 김비환 현대민주주의의이해

학부대학 손명지 현대사회와법

전자전기공학부 원상민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통계학과 이하정 빅데이터와통계학

건설환경공학부 김진구 건축공학설계2

기계공학부 석창성 고체역학

시스템경영공학과 공용구 인간공학및실습

신소재공학부 양철웅 재료분석실험

전자전기공학부 김상효 신호및시스템

소프트웨어학과 조형민 컴퓨터구조개론

건설환경공학부 염익태 환경공학개론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최우석 공정설계입문

[표] SKKU Best Teacher Award를 수상한 교수

‘교과목포트폴리오’란 각 교과목에서 설정한 교육목표 및 학습

성과(학습역량) 달성을 위하여 강의 내용, 강의 방법, 강의 평가 

통계학과 
소식

Statistics

College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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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활동으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우리 대학은 공학교육인증

(ABEEK) 운영 및 교과목 질 개선을 통한 교육혁신을 위하

여 교과목 포트폴리오 작성을 독려하고 있다.

이준영 센터장은 “교육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주시

고 고민해주시는 교수님들께 우수포트폴리오 시상식 개

최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교육개선에 힘써주심에 감사 인

사를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과목 

설계, 운영, 교육방법에 대하여 고민해주시고 학생들을 

위한 교과목 설계 및 운영, 그리고 개선을 부탁드린다”

며 “공학교육혁신센터도 지속적으로 교과목 포트폴리오 

운영에 신경쓰고 교수님들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포트폴

리오를 작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 교육혁신을 도모하겠

다” 고 밝혔다.

이번 <성대생은 지금>에서는 이와 같은 도전의 기로에서 

후회가 아닌 도전을 택하는 염예빈 학우를 만났다. 염예빈 

학우는 학회 팀과 함께 두 개의 큰 공모전을 준비하여 모

두 최고의 성적을 받았다. 데이터 분석가가 되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염예빈 학우(통계 18)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계학과에 재학중인 염예빈입니다. 통계

와 함께 경영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어요. 통계학회 피셋 

P-SAT에서 시계열 팀장을 맡았고 지난학기에는 학회장으

로 활동했습니다.

 두 공모전에서 수상한 결과물에 대해 간단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금융보안원에서 주최한 금융데이터 경진대회는 자유 주제

로, 여러 금융회사가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용한 결

과를 도출하는 과제였습니다. 저희 팀은 한국투자증권의 

주식 거래데이터를 통해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한 신규투자

자 투자성향 분석 및 맞춤 추천시스템 제안’이라는 주제의 

결과물을 제출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자신의 거래데

이터만 있으면 맞춤 종목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와 투자자

의 포트폴리오 재무 정보를 분석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안했습니다.

미래에셋 빅데이터 페스티벌의 과제는 ‘변액펀드 키워드 

기반 시각화’였습니다. 이 공모전에서는 변액펀드에 대한 

데이터와 변액펀드 거래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관점에 맞

게 관련 정보를 시각화하고 니즈에 맞는 검색이나 추천 서

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금융데이터 경진대회와 

다르게 과제가 딱 정해져 있는 공모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핵심 키워드를 활용한 변액펀드 시각화 및 개인 

맞춤형 펀드 추천’을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결과물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어 처리를 통해 변액

펀드 설명 데이터의 핵심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두 번째

는 변액펀드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석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결과를 활용하여 대시보드를 

만들었는데 대시보드에 펀드 소개 서비스와 키워드 기반 

검색/추천 서비스, 투자성향 기반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금융데이터 경진대회 1위, 통계학과 염예빈 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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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가 큰 두 공모전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비결이 

궁금합니다.

준비 과정에서도 두 공모전 모두 1등을 할 줄은 몰랐는데,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비결이라고 한다면 기

본적으로는 모든 것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답

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공모전을 준비하는 

데 이해, 객관성, 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

은 공모전의 과제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

어진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는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

인지 정의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초작업에 소홀하면 공모

전 결과물이 산으로 가거든요. 문제를 정의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더욱 집중해야 해요. 저는 공모전에 

어렵고 세련된 모델을 쓰는 것보다 이것에 더 초점을 뒀었

던 것 같아요.

또한 객관적인 분석을 전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

던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에서는 분석자의 주관이 들어가

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지나친 주관의 비중을 줄이고 최

대한 타당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라서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준비를 

할 것 같아요. 이번학기에 학회에 산학협력 제의가 들어와

서 프로젝트도 참여할 것 같고요. 졸업 후에는 실생활의 문

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을 학생들

을 포함한 학과교수님들과 동창회 임원등의 10여분이 모

여 2022년 3월 4일 다산경제관 32211호실에서 가졌다.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동창회는 그동안 2억 가까이 모

금한 발전기금을 2022년도부터 매 학기 두 명씩을 선발

하여 일 년에 네 명에게 성적보다는 장학금이 필요한 학

생들을 선발하여 수여하기로 결정하여 올 해 처음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통계학과 학과장 (홍종선 교수)의 개식사와 내빈 소개로 

시작하고, 통계학과 동문들이 조성한 장학기금을 바탕으

로 장학생의 선발은 공정성을 위해 학과 교수님들이 주

관하기로 하여 장학생선정위원장 (이근백 교수)의 선발과

정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동창회장 (최종원 79학번)이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순서로 우선, 전공진입장학생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계

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한 장다연(2학년) 학생에게 장학증

서를 수여하고, 다음으로는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동창

회 장학증서를 염예빈(4학년), 배윤빈(2학년) 학생에게 수

여하였다. 최종원 동창회장과 김동욱 학과교수님의 따뜻

하고 의미있는 축사가 있은 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수여

식을 맞추었다.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는 교수대 학생비율, 교수 연구 논

문, 연구비 수주. 학생들 취업수준 등 기준을 바탕으로 세

계 100위권의 우수학과이지만, 통계학과 자체 장학금이 

부족한 실정이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동문들의 뜻을 

모아 꾸준히 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올해부터 뜻깊은 장학

금을 수여하기 시작한다.

오래전부터 통계학과 대학원생에 수여하는 원명 남궁평 

교수님의 장학금과 더불어 이번 처음 수여하는 통계학과 

동창회 장학금 제도는 선발하는 장학생 수를 증원하면서 

장학금도 증액할 예정이다.

  통계학과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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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소식

글로벌경제학과 
소식

Global Economics

국제관 지하 3층에 위치한 Student Lounge 개관식을 12.15(수) 개

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현 경제대학장, 안희준 경영대학장, 이

동원 글로벌경제학과장, 장영봉 글로벌경영학과장, 이태효 경제/

경영대학/중국대학원 행정실장, 글로벌경제학과 학생대표 정진우 

현임회장 외 3명, 글로벌경영학과 학생대표 우상준 현임회장 외 

부회장 1명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9B314호에 위치한 Student Lounge는 Edu-Plus 사업을 통해 조

성된 공간으로, 국제관 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휴식과 소통을 위

한 양질의 공간 확충 요구를 반영하여 글로벌경제학과 학생회와 

경영대학 학생회가 함께 노력해 개관했다.

국제관 Student Lounge는 향후 학생들의 학습 및 소통의 장으로

써 학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국제관의 핵심 공간으로 역할하

리라 기대된다.

  국제관 Student lounge 개관

College of 
Economics

Student Lounge 개관식 1

Student Lounge 개관식 2

Student Lou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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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인터뷰: 홍콩 씨티그룹 하재욱 동문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경제학과 10학번 하재욱입니다. 

현재 홍콩 씨티그룹 글로벌마켓증권 (Citigroup Global 

Market Asia)에서Investment Banking - Debt Capital 

Markets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홍콩과 

동남아 기업 혹은 정부들의 외화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의 자문 및 주간을 맡고 있습니다. 

2016년 학사 졸업 후 홍콩과학기술대학교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금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MSc Investment Management) 현

재 홍콩에서 6년째 거주 중입니다. 

 어떤 이유로 대학원을 진학하고 공부를 계속하시게 되

셨나요?

학부생 때는 국제금융기구를 가고싶다는 목표 때문에 친

한 동기들의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보다는 경제학 석박

사과정 유학에 초점을 두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나 학부 

4학년 때, 긴 시간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저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박사과정을 통한 국제

기구 진출에 대한 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금융’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많았기에, 

관련 공부들을 하다 보면 더 저의 적성에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어릴 때 오랜 외국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 경험들이 국내 대학원 보다는 해외

에서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원에 입학 후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넓은 기회와 세상을 공부하게 되면서 외

국계 투자은행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은 어떤 곳에서 하셨나요?  유학에서의 에피소드

를 들려주세요. 

홍콩과학기술대학교 (HKUST) 경영대학원 내의 금융학 석

사과정을 졸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나라의 대학원

들을 고려하고 지원하며 많은 분들이 가는 영국이나 미국

을 초점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 저희 학과장님

이셨던 김성현 교수님께서 ‘남들이 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는 것도 너에게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나

중에 후배들이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 좋은 사례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

다. 이 조언으로 인해 결국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대학원들

을 고려하게 되었고, 어릴 적 홍콩에서 살았던 제 좋은 기

억과 아시아의 금융허브라는 이유로 홍콩에 위치한 홍콩

과학기술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유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프랑스인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같이 기말 

시험 준비를 하며 공부하던 중 저는 “나는 아무래도 시험 

치고 졸업하면 짐 싸서 한국 돌아갈 것 같다. 인턴 자리도 

못 구하겠고 여기서 직장 못 잡을 것 같다” 하며 한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그 친구가 스트레스 쌓이면 어

차피 공부가 되지 않을 거라며 본인 여자친구가 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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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와인 이벤트에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따라갔고 홍콩 센트럴 소호에 위치한 한 바

에서 제 룸메이트와 그 친구의 여자친구랑 함께 술을 생각

없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 곳에서 ‘내가 정말 이 곳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한탄을 하는데, 친구 여자친구가 본인 아버지를 부르

더니 제가 커리어 고민이 있으니 좀 들어줘 보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께 제 목표와 걱정 등 다양한 얘

기를 나누었는데, 마지막에는 명함을 주시며 자기 회사에서 

현재 인턴을 뽑는데 집 돌아가서 이력서를 보내라고 하더

라고요. 명함을 보니 그 분은 프랑스계 투자은행 아시아 대

표였고, 그 곳에서 아주 운 좋게 인턴 기회를 잡을 수 있었

습니다.

 석사 후 외국계증권사에서 offer를 받기까지 어떠한 준

비를 하셨나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였던 것 같아요. 대학원 커리어센터

에서 이력서 준비하며 취업 관련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기

반을 닦았지만, 그때까지도 아무런 유관 경험이 없던 저에

게는 대학원 입학 후에도 합격 통보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

웠어요. 또한 글로벌경제학과 2기로 졸업했던 저는 조언을 

구할 선배도 많이 없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업을 들으며 매일같이 교수님들을 찾아가 도

움 요청도 드리고, 참석할 수 있는 업계 행사들에서는 모두 

이력서를 뽑아 현업에 계신분들에게 제 이력서를 전달하고, 

링크드인과 이메일을 통해 거의 백 번도 넘게 안면도 없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연락 드리며 하루하루를 보냈

던 것 같아요. 

동시에 홍콩과기대의 수업 내용들이 실무와 굉장히 밀접하

게 연관시켜 진행되다 보니 학업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많이 쓰는 블룸버그 터미너를 이용한 수업도 

하고, 실제로 모델링도 하고 가상의 돈을 이용하여 수업 때 

배운 이론을 토대로 직접 투자를 통해 저만의 포트폴리오

도 운영해볼 수 있었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 결과 저희 노력을 알아주셨던 교수님의 추천으로 

Robeco Asset Management라는 네덜란드계 자산운용사

의 투자팀에서 인턴으로도 근무하고, 프랑스계 투자은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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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xis의 Project Finance팀에서 무급으로 인턴도 하며 경

력도 쌓았어요. 그러면서 점차 업계 사람들을 만날 접점이 

늘어나며 저만의 네트워크도 커지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

는 장소들도 많아졌어요. 네트워킹으로 저를 알리고 사람

들과 친해지며 조금씩 업계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씨티증권도 네트워킹을 하다 보며 

친해진 분의 추천 덕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 분은 현

재 제 옆자리에 앉아 있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아직 딱 어떠한 계획이 있지는 않아요. 현재 하고 있는 업

무를 평생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그럼 내가 무

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하며 계획을 하나하나 수

립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한 건 경쟁이 심한 홍콩 금융권에서 잘하고 

싶다는 거에요.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헛되게 썼다고 생각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아직까지는 홍콩 금융권에 성균관

대 동문의 숫자가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게 현실이

에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앞으

로 저희 동문의 수가 점차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 후배님들의 외국계 금융권 

취업 관련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금융권에 

취업한 친한 대학 과 동기들끼리 글로벌경제학과 내에는 

GLIF라는 학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학부생

때 과 선배들이 많이 없어 힘들었던 부분을 이해하여 금

융권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후배 간의 

교류의 장을 만들어 저희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후배들에

게 제공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문, 후배분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부탁드

립니다.

서로에게 많이 의지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저는 홍콩에 와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분들

이 대학교 선후배 동문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같은 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힘들 

때 조언도 해주시고, 함께 시간도 보내다 보니 그런게 힘

이 되어 여태까지 홍콩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래서 저는 이런 동문 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님들에게는 남들이 안 가본 길도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남기고 싶네

요. 홍콩 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갸우뚱했

었고, 홍콩에서 그만 힘들게 있고 돌아오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중간중간 이게 맞는건가 싶어 후회하는 경우도 있

었지만, 지금 되돌이켜 보면 너무 재미있고 또 많이 배우

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들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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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소식

  퀀트응용경제학과 특강-응용경제세미나 

퀀트응용경제학과 
소식

Quantitative Applied Economics
1-2주차   이재훈 교수(KAIST) :  

금융권 머신러닝 적용 사례(총 2회) 

2/26 오전 10시 ~ 11시 45분

- 금융권에서 머신러닝 적용 사례 설명

- 실제로 구현 가능한 기술의 범위 설명

3/5 오전 10시 ~ 11시 45분

-   전통적 제조업 시대의 마케팅과 현대 디지털 시대 마케

팅의 차이점

-   데이터 분석을 통한 Growth Hacking 방법론 소개

- Google Analytics 와 Firebasse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3주차   김창식 교수(성균관대) :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요예측 

3/12 오전 10시 ~ 11시 45분

- 수요예측 방법론 : 모형개발, 유형분류

-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고/발주량 또는 신제품 수요 예측 

예시

4주차     주종훈 박사(우리은행) :  

금융권의 빅데이터 이해 및 활용

3/19 오전 10시 ~ 11시 45분

-   AI, Machine Learning, Neural Network, Deep Learning 

등 개념 차이 설명

-   ML 구현을 위한 4가지 핵심 Trend

-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의 실제 빅데이터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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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차     배여운 기자(SBS) :  

저널리즘과 데이터

3/26 오전 10시 ~ 11시 45분

-   선거 데이터와 저널리즘

-   탐사보도와 데이터 저널리즘 기법 소개

-   데이터 저널리즘 활용방법과 주의점

7주차   조병구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  

Judge, Justice, Stats and Data Science

4/9 오전 10시 ~ 11시 45분

-   법원업무와 빅데이터 : 재판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   법관 인력의 구조조정 : 법관인력구조의 변화와 

향후 예측되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 분석

8주차     경성현 박사(카카오뱅크) :  

현업에서 활용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4/16 오전 10시 ~ 11시 45분

-   금융권 데이터 담당자가 데이터 분석 업무를 시

작할 때 알면 좋은 것들

-   Credit card fraud detection using machine 

learning

9-13주차     진행예정

(최낙천 KB헬스케어 대표, NICE P&I 홍창수 실장,  

데이터노우즈 김기원 대표, Solution Quant 김상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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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역사책을 더 즐겨 읽었을 정도로 역

사에 관심이 많았다는 송병건 교수님의 책 출간 스토리에 

대해 담아보았다. 송병건 교수님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경제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2000년부터 성균관대학

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재난 인류>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세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재난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

까? 팬데믹의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고 계실 텐데

요. 하지만 세계사를 돌아보면 코로나19보다 더 큰 타격을 

준 재난이 많습니다. <재난 인류>는 인류가 긴 역사를 통해 

재난을 극복해 온 과정을 탐구한 책입니다. 2000년 전 폼

페이 화산을 시작으로 오늘날의 코로나19 창궐과 신기술의 

위험까지 다양한 종류의 대재난을 다룹니다. 

크게 보아 재난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재난이 대부분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재난의 성격이 강

했습니다. 하지만 근대에 접어들어 공업화 시대를 거친 후

에는 산업재해와 같은 인공적 재난의 비중이 높아졌습니

다. 그리고 최근에는 복잡하게 연결된 전력, 통신, 금융 등

의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시스템 재난이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했지요. 

이 책은 이런 분류에 기초해서 주요 재난들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발생했으며 인간은 그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

리고 장기적으로 인류가 어떤 교훈을 얻고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난대처 능력을 키워왔는가를 살펴봅니다. 

 ‘재난’을 테마로 한 역사교양서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책을 저술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예전에 영국 산업혁명 시기 산업재해가 출현한 과정을 분

석한 <산업재해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를 재난 

전체로 확대하고 시기도 확장해 세계적 역사의 맥락에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약 1년 전의 일입니다. 팬데믹의 충격을 경

험하면서 우리에게 재난에 대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이해

가 필요하다고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제가 

경제사를 전공하다 보니 재난이 사회와 경제에 끼치는 심

층적 영향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에 대한 논의를 독자들

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재난이 닥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경제적 피해를 입지요. 분명 개인은 재난에 아주 취약합니

다. 그러나 인류 전체로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인류는 반

복된 재난을 겪으면서 위기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책 출간 스토리, 송병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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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아 왔습니다. 재난이 인류를 강하게 단련시킨 셈이지

요. 그래서 오늘날의 인류는 과거 어느 때보다 재난에 대

응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 상황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어

느 때보다 빠른 기술변화와 국제적 교류가 새로운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밀레니엄버그

로 사람들의 경각심을 높였던 디지털 재난, 가습기 살균

제로 대표되는 신물질의 위험, 지구가열(지구온난화)처럼 

국제적 공조가 절실한 문제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 책을 통해 인류가 성취해온 재난대처 능력을 객관적으

로 평가하고 앞으로 인류가 직면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를 독자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

습니다. 

 인류의 재난 극복 과정을 저술하시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의 극복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초대형 재난이 터지면 사람들이 과거에

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빠르게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적, 관습적 변화의 영향은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재택

근무와 온라인 수업과 같은 비대면 활동이 얼마나 신속하

게 확산되었습니까? 개인과 조직의 경제활동 방식과 범

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쉽게 용인되었습

니다. 국제질서로 본다면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강화되어 

탈세계화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죠. 아마도 이런 변화들

은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영향력을 유지할 것

입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유행이 머지않아 잠잠해질 수 있으리라

는 기대가 부풀고 있죠.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런데 만일 강력한 변이가 다시 발생해 창궐한다면 우리

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코로나로부터 배운 교훈을 

잘 활용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각국은 방역에 취약한 

인구집단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죠. 그러나 개별 

국가들의 국내적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백신

과 치료제가 국제적으로 빠르게 공급되고 특히 저소득 국

가들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 시

스템을 갖춰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변이된 바이러스

가 언제든지 다시 국내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책

의 결론 부분에서 강조했습니다만, 집단지성, 공감, 공조

체제라는 세 요소가 미래의 재난 극복의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6월에 나올 신간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경제 이야

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준비하는 책의 마무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

번 책은 <난처한 경제이야기>라는 시리즈물입니다. ‘난

(생)처(음)한(번) 공부하는 경제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경

제를 알고 싶지만 본격적으로 공부에 뛰어들지 못하는 분

들을 위한 경제학 입문서입니다. 

수식과 그래프 등 초심자들이 경제학에 들어서는 데에 장

애가 되는 요소들을 줄이고 풍부한 역사적 사례들을 기초

로 설명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총 다섯 권까지 출간할 계

획인데요. 올해에는 <1권 경제학적 사고>, <2권 교역과 시

장>, <3권 금융과 신용>이 나올 예정이예요(차후에 나올 4

권은 기업과 혁신, 5권은 정부와 재정을 주제로 삼을 계

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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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 사고방식을 갖추게 하는 입문서이면서 동시에 중

요한 경제사적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도 풍부하게 담고자 

해요. 딱딱한 경제학 교재들, 그리고 시중에 많이 나와 있

는 ‘돈 버는 법’ 위주의 대중서들과 차별화되는 책이 되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경제대학 동문, 학생들에게 혹시 하고싶은 메시

지나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힘들었던 코로나 시대의 끝이 보이려고 합니다. 그동안엔 

비대면 수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으리

라 생각합니다. 학교 밖의 동문들께서도 모두 고생하셨습

니다. 머지않아 교실에 한데 모여 강의와 토론을 직접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겠지요. 그날을 기다리며 더 알차고 유익한 

수업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곡차곡 하겠습

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기

를 바랍니다.

(1) 한국경영학   신진경영학자상 수상

한국경영학회는 올해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4회 신진

경영학자상 수상자로 류두진 교수를 선정하였다. 한국경영

학회는 1956년에 설립되어 현재 1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큰 학술단체이다.

한국경영학회 신진경영학자상은 만 45세 이하 경영학자

를 대상으로 Financial Times에서 선정한 최우수 경영학저

널 및 경제학 등 인접 사회과학 분야의 최우수급 저널에 게

재한 논문의 수, 해당 논문이 게재된 저널의 Impact Factor, 

논문의 피인용빈도(Journal Citation Report) 합계 등 해당 

학자의 논문 및 저서가 학계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

정한다.

또한 경영학연구 최우수논문으로 이주화 연구원(한국디스

플레이산업협회)과 류두진 교수가 공저한 "뉴스/소셜 미디

어 텍스트와 투자자 기대"를 선정했다. 이주화 동문은 류두

진 교수의 지도를 받아 2021년에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

했으며, 금번에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논문은 이주화 동문

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연구이다.

(2) 2021 SKKU-Fellowship 교수 선정

우리 대학은 '2021 SKKU-Fellowship' 교수로 션노르만딘(영

어영문학과), 류두진(경제학과), 최훈석(심리학과), 이동훈(교

육학과), 이재성(생명과학과), 이준신(전자전기공학부), 이준

엽(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정현석(신소재공학부), 서상원

(의학과), 류승호(의학과), 정윤숙(의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SKKU-Fellowship 제도는 우리 대학이 2004년부터 수여하

는 최고의 영예로, 학문분야별 연구력수준이 세계적 표준에 

안착하였거나 접근 가능성이 높은 최우수교수를 선정하여 

파격적인 연구지원과 명예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최고의 연

구력 수준을 가진 교수로 하여금 강의 의무를 최소화하여 

연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양적 성장보다 질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연구환경 개

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학과 류두진 교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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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금융공학회 23대 회장 선임

경제학과 류두진 교수가 한국금융공학회(Korean 

Association of Financial Engineering) 제23대 회장으로 임

명되었다. 학회장의 공식임기는 내년(2023년) 1월 1일 시

작하며, 올해는 차기회장으로 이사회를 이끌며 봉사하게 

된다.

2001년에 설립된 한국금융공학회는 정부(기획재정부) 지

정 공익법인 학술단체이며, 1,000여명의 학자와 금융산업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회원의 연구분야

는 경영학과 경제학의 재무금융 및 Fintech는 물론, 인공

지능, 수학, 물리학, 데이터사이언스, 컴퓨터공학, 산업공

학 등 금융공학과 관련한 다양한 전공을 융합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金融工學硏究를 연 4회 발간하

며, 국제저명 SSCI학술지와 협력하여 매년 대형 국제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일본 금융분야 대표 학술단

체인 일본금융공학회(Japanese Association of Financial 

Econometrics and 

Engineering)의 공식 

파트너이며, 일본금

융공학회와 공동으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

최한다.

본교 무역연구소 한능호 선임연구원이 본교 대학원 무역

학과 출신 영국 에식스대학교(University of Essex) 엄준

호 교수와 공저한 논문이 Business, Management and 

Accounting 분야 상위 3% 이내(6/218)  Q1 SSCI 학술지

인 Supply Chain Management(Impact Factor=9.012)에 

게재되었다. Supply Chain Management는 영국에서 발

행하는 물류 분야 저명 저널의 하나로 높은 Impact Factor

에 걸맞게 게재가 쉽지 않은 저널이다. 

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요소수 대란과 같이 원활한 원자재 등의 공급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사슬의 위험 및 공

급사슬 사이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가설화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경험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통해 공급사슬 위

험관리를 통해 회복력을 제고하는 완화전략을 제안하였

다. 이는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공급사슬의 탄

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적절한 실천을 통해 글로벌 

공급사슬 위험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한 경영지침을 기업 

및 정부 등에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 논문 정보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global 

supply chain risk and supply chain resilience: the role 

of mitigating strategies", Supply Chain Management, 

26(2), 240-255, Emerald Publishing Limited.

https://www.emerald.com/insight/content/doi/10.1108/

SCM-06-2020-0248/full/html

※ 저널 정보 및 순위

https://academic-accelerator.com/Impact-Factor-IF/

Supply-Chain-Management-An-International-Journal

    무역학과 한능호, 엄준호 박사, Q1 SSCI학술지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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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학부 ]

학과 보직명 성명 연구실 전화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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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학과 학과장 홍	종	선 다산경제관	32405호 02-760-0467 cshon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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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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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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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원 소식

    김덕규 경제학과 교수

    김지현 경제학과 교수

[학력]  

(학) 연세대 경영학                  
(석) 연세대 경영학                   
(박) Cornell Univ. 경제학

[학력]  

(학) 연세대 경영학                  
(석) 연세대 경영학                   
(박) Cornell Univ. 경제학

[학술지논문(최근3개년)]

• (2022) Multilateral bargaining with proposer selection contes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 ECONOMIQUE.  55,  1 

• (2022) Probability matching and strategic decision making.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98,  - 

• (2022) Collective Proofreading and the Optimal Voting Rule.  

GLOBAL ECONOMIC REVIEW.  51,  1 

• (2021) Vaccination lottery.  ECONOMICS LETTERS.  208,  - 

• (2021) Big and small lies.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91,  - 

[전공분야] 

미시경제학, 정치경제학, 실험경제학

[학술지논문(최근3개년)]

• (2022) Multilateral bargaining with proposer selection contes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 ECONOMIQUE.  55,  1 

• (2022) Probability matching and strategic decision making.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98,  - 

• (2022) Collective Proofreading and the Optimal Voting Rule.  

GLOBAL ECONOMIC REVIEW.  51,  1 

• (2021) Vaccination lottery.  ECONOMICS LETTERS.  208,  - 

• (2021) Big and small lies.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91,  - 

[전공분야] 

미시경제학, 정치경제학, 실험경제학

[학력]  

(학) 연세대 경영학                  
(석) 연세대 경제학                   
(박) Cornell Univ. 경제학

[학술지논문(최근3개년)]

• (2022) Multilateral bargaining with proposer selection contes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 ECONOMIQUE.  55,  1 

• (2022) Probability matching and strategic decision making.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98,  - 

• (2022) Collective Proofreading and the Optimal Voting Rule.  

GLOBAL ECONOMIC REVIEW.  51,  1 

• (2021) Vaccination lottery.  ECONOMICS LETTERS.  208,  - 

• (2021) Big and small lies.  JOURNAL OF 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91,  - 

[전공분야] 

미시경제학, 정치경제학, 실험경제학

[학력]  

(학) 성균관대 경제학                  
(석) 성균관대 경제학                   
(박) Indiana Univ.    
Bloomington Economics

[학력]  

(학) 성균관대 경제학                  
(석) 성균관대 경제학                   
(박) Indiana Univ.    
Bloomington Economics

[학력]  

(학) 성균관대 경제학                  
(석) 성균관대 경제학                   
(박) Indiana Univ.    
Bloomington Economics

[학술지논문(최근6개년)]]

• (2021) Estimation of Volatility Functions in Jump Diffusions 

Using Truncated Bipower Increments.  ECONOMETRIC 

THEORY.  36,  5 

• (2021) 편의 보정 비모수 추정 기법을 이용한 에너지 수요 예측.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  5 

• (2020) Volatility regressions with fat tails.  JOURNAL OF 

ECONOMETRICS.  218,  2 

• (2017) Asymptotics for Recurrent Diffusions with Application 

to High Frequency Regression.  JOURNAL OF 

ECONOMETRICS.  196,  1 

[전공분야] 

계량경제학, 빅데이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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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영상으로 만나보는 경제대학의 모습

외국인 유학생 인터뷰(글로벌경제학과 처명방)

2022 겨울 온라인 학위수여식

2022학년도 1학기 우석정호장학금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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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BK21 교육연구단의 유슬기 박사후연구원이 <극장

의 공간경쟁과 가격차별: 2급 및 3급 가격차별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한국산업조직학회에서 매년 게재된 논문 중 최우

수논문을 선정해 수상하는 <춘당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유슬기 박사후연구원은 본 연구를 통해 극장들의 가격차

별을 요일 및 시간대에 따른 2급 가격차별과 관객에 따른 

3급 가격차별로 구분하여 각 가격차별에 따른 가격차이

(dispersion)가 공간 경쟁에 받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에 극장은 단일가격 정책으로 가격차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차별과 경쟁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없었다. 

반면, 최근 한국에서는 극장들이 요일, 시간대, 관객별로 다

른 가격 정책을 실시하고 메뉴를 세분화함으로써 가격차별

에 따른 변동성이 발생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변동성을 이

용하여 2017년 8월 121개 극장의 가격 자료를 구축하였으

며, 극장 주소지 반경 1.5km를 지역시장으로 정의하였다.

유슬기 박사후연구원은 "수상 논문은 박사학위 졸업 논문 

세 번째 챕터로 작성하였던 연구이며, 산업조직연구에 게재

할 때 단독저자로 투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인천대 이기

환 교수님께 큰 도움을 받았다. 게다가 졸업논문 심사 과정

에서도 지도교수님인 전성훈 교수님, 주심을 맡아주신 전

현배 교수님, 부심을 맡아주신 주하연 교수님과 최윤정 교

수님, 그리고 산업조직연구의 익명의 심사자분들의 조언을 

통해 논문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작년 한해동안 논문 

및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성

현 교수님과 성균관대 경제학과 BK소속 교수님 및 연구원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슬기 박사후 연구원, 한국산업조직학회 춘당논문상 수상

경제대학

동문 소식

COLLEGE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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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팀은 3월 11일 오후 3시 600주년기념관 제1회의실에

서 ‘SKKU Research Matters 표창 시상식’을 신동렬 총장, 

조준모 부총장, 지성우 대외협력처장을 비롯한 대학관계자 

및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SKKU Research Matters’는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원혁

신지원사업의 대표 사업 중 하나로, 대학원생들이 ‘본인의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발표하는 연구경쟁 스피치 대

회이다.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2014년도부터 시작한 연

구공유프로그램을 BK21대학원혁신사업에서 벤치마킹하여 

202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2년간 진행한 제 1,2회 연구성과경

진대회(SKKU Research Matters)에 참여한 총 172명의 학생 

중, 남다른 노력과 성과로 연구 분야별 1위를 차지한 11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 수상자 명단

-   1회 대회 : 유학동양한국철학과 서재현, 경제학과 유진영,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김효은, 기계공학과 김민겸, 신소

재공학과 박보연, 의학과 조윤영, 화학과 유성재

-   2회 대회 : 문헌정보학과 김동훈, 경제학과 임풀잎, 전자

전기컴퓨터공학과 박제현, 에너지과학과 장우성

수여한 학생들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총

장표창과 함께 대학원혁신사업의 해외연수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SKKU Research Matters’는 올해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본교 대학원 학생들의 신청을 통

해 연구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SKKU Research Matters 시상식 개최, 경제학과 임풀잎 수상(분야 1위))유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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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우석(愚石) 정호 (1938~2018)
(주)화신 회장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58학번

학과사랑·후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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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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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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