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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요약문>

중심어

산업연계형 PBL 오픈 아카이브 대내외 파트너십

현장실습 빅데이터 대학원-학부 연계

창의융합 지식공유 사회경제 정책 개선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

(비전)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은 사회경제 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을 평

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목표)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한 목표로 ① 빅데이터 분야 선도 연구 역량 강화, ② 실

무 수행 및 학제간 협동연구 역량 강화, ③ 정책 분석,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를 통

한 사회적 기여를 설정하였다.

(전략)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본 교육연구팀의 핵심 전략은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모형(POP모형)』을 적용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POP모형은 ① 산업연계형 문제해결학습(industry-coupled 

Problem-based-learning, IC-PBL), ②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big data Open-archive)

사업, ③ 대내외 파트너십(Partnership)의 3대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연구팀의 특장점)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 목표 및 전략은 다음과 같은 본 교육

연구팀의 특장점을 기반으로 실현될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의 핵심 특장점은 빅데이

터 계량 분석에 전문화된 선도 연구자들의 참여, 사회적 수요가 높고 본 팀의 비교

우위에 부합하는 특성화 분야, 세계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참여 교수진, 최

고 수준의 국제 공동 연구와 교육 교류, CK-II “금융퀀트빅데이터 사업”의 성공적 

수행 경험 등이다.

(여건) 사회경제 분야의 빅데이터는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와 달리 개인의 선택, 상

호 작용, 시장의 균형이 반영되는 내생성을 갖는다. 사회경제 분야 빅데이터의 엄밀

한 분석을 위해서는 내생성을 적합하게 통제하면서 인과관계를 찾아내어 최적 정책

의 설정을 지향하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경제 분석은 빅데이

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인과관계를 정확히 식별해 내지 못하고 

있다.

(벤치마킹) 본 교육연구팀은 공공정책, 금융, 의료, 범죄, 에너지, 환경 분야의 빅데이

터를 학제간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미국 Duke 대학의 The Rhodes 

Information Initiative를 벤치마킹하였다. 벤치마킹을 위해 본 교육연구팀의 Songman 

Kang(강성만) 교수가 해당 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센터장인 

Robert Calderbank 교수와 면담을 가졌다. 벤치마킹을 통해 본 교육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성공요인을 식별하였다. 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회경제 문제의 분석

을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핵심과제로 설정한다. ② 대학원 교육을 학부과정과 연계

하여 대학원생에게 연구분석 기회 및 팀 리더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③ 졸업 후 

접하게 될 실제 업무 현장과 유사한 교육 연구 환경을 대학원생에게 제공한다. ④

대학원생 -교수 간의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강화한다.

교육역량 영역 

본 교육연구팀의 교육은 새로이 구축된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 모형(POP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이 교육 모형의 세 가지 축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연계형 PBL기반 융합교육: 본 교육연구팀은 사례 중심의 PBL 교육을 교육모

형의 핵심으로 설정하였다. 이미 텍스트 마이닝과 오픈 API 시스템을 활용한 사회경

제 빅데이터 자료수집 및 분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

원과의 협업을 통한 정책분석 분야 IC-PBL 수업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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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협업기관들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교육내용에 추가할 

것이다.

2)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는 데이터 수집 

및 처리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구 성과를 집약한 기록으로 공공에 제공된다. 본 아카

이브는 데이터 생성과정에 대한 기록, 관련연구 요약, 내생성 통제 방식, 연구 결과 

활용 등 모든 관련 내용을 빅데이터별로 정리한 것이다.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분야

별 빅데이터 아카이브 사업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한다.

3)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 대학원생 - 학부생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스마트 강

의실(한양대학교 경제금융관 402호)과 대학원생의 연구 및 교류 공간인 3개의 랩실

(금융랩, 공공랩, 퀀트랩)이 운영되고 있다. 교수 - 대학원생의 커뮤니티인 Knowledge 

Studio를 마련하여 기업환경과 유사한 빅데이터 분석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본교 글

로벌기업가센터와 창업캡스톤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본교 IAB와 공동으로 실무 

데이터 분석 및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SK텔레콤, 보험

개발원, 보험연구원,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등 외부 협업기관들이 직접 교육과정

에 참여하거나 빅데이터를 제공하여 본 교육연구팀의 성과를 제고할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참여 대학원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① 연구 수월성 증진을 위한 입

학 이전부터 학위취득에 이르는 전주기적인 지원체계 조직화, ② 티칭 펠로우

(Teaching Fellow) 제도를 통한 지원, ③ 대학원생 전용 연구실 제공, ④ 현장실습 기

회 제공, ⑤ 외국인 대학원생 맞춤형 지원 등을 시행할 것이다.

연구역량 영역

(현황) 본 교육연구팀 소속 학과 교수들의 연구역량은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 최상위 

6개 학과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참여교수들은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등 

세계 최고 저명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국제 연구교류 현황) 참여교수들은 매우 활발한 국제교류를 펼치고 있어 교수 1인

당 평균 9건의 국제 학술활동 실적을 보이고 있다. 본 교육연구팀 소속 학과는 난양

대, 고베대, 인민대, 오사카경제대와 각각 학술교류협정(MOU)을 맺고 정례적인 학술 

심포지엄과 연구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지난 5년간 총 

30회의 해외 학자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구영역 설정) 핵심 연구 영역으로 ① 빅데이터 자료 수집 및 연구 방법론, ② 빅데

이터를 활용한 범죄, 금융, 교육, 보건, 노동, 거시, 금융 분석, ③ 오픈 아카이브 프

로그램을 설정하였다.

(계획 및 연구지원) BK21 사업 기간 매년 논문편수의 10% 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였

다. 본 교육연구팀은 참여 대학원생과 교수들의 연구력 제고를 위해 세계 석학의 

Special Lecture Series 개최, 우수 신진연구자 초청 Young Economists Symposium, 

대학원생의 논문 게재 의무화, 대학원생들의 공동 심포지엄 발표 기회 확대, 학술교

류 MOU 체결 대학 교수와 대학원생 본교 방문 시 경비 지원, 연구 성과 확산을 위

한 웹사이트 운영, 영문 Working Paper Series 발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기대 효과

1) 사회경제 빅데이터 분야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경제 정책효과 추정과 건설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글로벌 전문인력을 양성하

고 글로벌 스타트업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2) 사회경제 빅데이터 분야 연구 활성화: 참여 대학원생과 교수들은 빅데이터 연구 

방법론, 빅데이터 활용 정책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한다.

3) 사회경제 정책 개선: 엄밀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경제 정책을 평가하

여 정책 개선과 대안 제시에 기여한다.

4) 지식공유: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사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 및 연구 성과를 

대학·연구기관·기업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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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연구단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단 구성

1.1 교육연구단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성      명 한글 이영 영문 Young Lee

소 속 기 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경제금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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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교육연구팀장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연

번

저자/

수상자

논문제목/저서제목/book

chapter제목

저널명/출판

사명

권(호),

페이지/ISBN

게재연

도/출판

년도

DOI 번호

(해당 시)

1
이영, 차

병섭

사회복지 구성의 고용과 경제

성장 효과에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63(4), 81-119 2015  

2
이영, 차

병섭

OECD 29개국 2000-2013년 데이

터를 이용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의 여성, 모성, 남성 고용

률에 대한 효과 분석

노동경제논

집
41(1), 1-38 2018  

3
이영, 박

진백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

화 효과 -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심으로 -

부동산분석 4(2), 1-19 2018
https://doi.org/10.30902/jrea.20

18.4.2.1

4

Young

Lee,

Jinbaek

Park

Corporate income taxes,

corporate debt, and

household debt

Internation

al Tax and

Public

Finance

26(3), 506-535 2019
https://doi.org/10.1007/s10797-

018-9513-4

5

Young

Lee,

Jeong

Hwan Lee

Dividend taxes and payout

policy: Evidence from

Korea’s 2015–2017 dividend

tax cut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24(2), 157-19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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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교육연구팀 구성, 비전 및 목표

1. 교육연구팀 구성

1.1 교육연구팀장의 교육연구행정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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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새롭고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창

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행정에 깊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팀장이 필수적이다.

Ÿ 본 사업팀의 팀장인 이영 교수는 심층적인 교육 및 연구 경력뿐 아니라 실무 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팀의 교육과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팀장의 교육 역량

Ÿ 이영 교수는 박사학위를 받은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TA와 강사로 일하면서 교육 역량을 쌓기 

시작하였다. 2002년 한양대학교에 부임한 이후 2005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 강의우수교수로 선

정되었다. 이영 교수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학습과정이 중요하며 가능한 여러 

방식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Ÿ 이영 교수는 대학원 교육과정 혁신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 교육연구팀의 특징적 전

략인 산업연계형 PBL의 일환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의 PBL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팀장의 연구 역량

Ÿ 대학원은 연구자를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수한 연구수행 경험을 지닌 교수가 더 높은 성과

를 거둘 수 있다. 이영 교수는 현재까지 14편의 논문을 Journal of Public Economic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등의 국제 저명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출간 논문들은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높고 피인용 횟수도 1,000회 이상 논문 1편, 700회 이상 논문 1편, 100~300회 논문 3편으로 높다.

Ÿ 이영 교수는 한국경제학회가 최우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청람상을 2009년에 수상하였으며, 한

국재정학회에서 최우수 재정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을 2006년에 수상하였다. 또한 미국 National Tax 

Association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상인 Musgrave상을 2008년에 수상하였다.

□ 팀장의 행정 역량 

Ÿ 이영 교수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8년 1월부터 2년 7개월간 Maryland대학의 IRIS 연구소에 재직

하면서 강의와 연구뿐 아니라 세계은행을 통한 경제개발 자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수준

의 연구소와 국제기구의 운영 방식을 체득하였고, 6개국의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경제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 2000년 귀국하여 KDI에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였다.

Ÿ 한양대학교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 2개월간 기획처장으로 학교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기획처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2012년은 외부평가에서 한양대학교의 순위가 하락하고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학교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던 시기였다. 이영 교수는 한양대학교의 기획처장

으로 성공적인 제도개선, 운영 개선, 소통을 위해 노력하여 한양대학교의 위상 제고에 일조하였으

며, 학교 구성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Ÿ 이영 교수는 2015년 10월부터 1년 7개월간 교육부의 고위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교육부에

서도 제도 개선과 소통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

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을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착시켰으며, 대학의 

융합전공과 유연한 학기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의 자율화에도 성과를 내었다. 주요정책 발표 전 엠

바고 조건하의 언론과의 논의를 정례화하는 등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하였다.

□ 종합적인 교육연구팀의 운영 방향

Ÿ 이러한 교육, 연구,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영 교수는 대학원 교육과정 및 운영방식 개선, 대학원

생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 교수 - 대학원생 간 내부 소통 강화, 경제금융학과 - 대내기관 -대외기관

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이루어나갈 것이고,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금융학과의 교육연구사업이 

BK21 사업의 중요한 성공 사례가 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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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및 참여연구진

<표1-2>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및 참여연구진 현황

연번
성명

(한글/영문)
직급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신임교수 외국인

1
문춘걸/Moon,

Choon-Geol
교수 10030551

계량경제/경제통계/비교경

제
기존 내국인

2
전영준/Chun,

Young Jun
교수 10049327 조세 기존 내국인

3
이영/Young

Lee
교수 10150092 조세 기존 내국인

4

최자원

/Eleanor

Jawon Choi

부교수 11172744 노동경제 기존 내국인

5

고영우

/Youngwoo

Koh

조교수 11243365 수리/미시경제 기존 내국인

6
남덕우/Nam,

Deokwoo
부교수 11243366 국제/세계경제 기존 내국인

7

Songman

Kang/Songman

Kang

부교수 11243396 노동경제 기존 외국인

8
이정환/Jeong

Hwan Lee
조교수 11468615 증권/주식/채권 기존 내국인

9
윤정모

/Jungmo Yoon
부교수 11511123

계량경제/경제통계/비교경

제
기존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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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현황

<표 1-3>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현황                                            (단위: 명
)

기준일 대학원 학과(부)
학과(부) 소속

 전체교수 수
참여교수 수

2020.05.14 경제금융학과 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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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교원 변동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체 교수 수 (명) 23 24 23 24 24 23 23  

전입 교수 수 (명) 0 1 0 1 0 0 1

전출 교수 수 (명) 0 0 1 0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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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최근 3년간 교육연구팀 대학원 학과(부) 소속 전임 교수 변동 내역

연번 성명 변동 학기 전출/전입 변동 사유 비고

1 유혜미 2017년 2학기 전입 신규임용  

2 윤원철 2018년 1학기 전출 사직

3 Shen, Yang 2018년 2학기 전입 신규입용  

4 김건호 2019년 2학기 전출 사직 해외대학으로 이직

5 민병규 2020년 1학기 전입 신규입용

6 전영서 2020년 1학기 전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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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 현황
                                                                                        (단위 : 명, %)

기준일
대학원

학과(부)

참여

인력

구성

대학원생 수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전체 참여

참여

비율

(%)

접수

마감일

경제금융

학과

전체 21 10 47.62 10 2 20.00 4 3 75.00 35 15 42.86

자교

학사
4 4 100.00 3 1 33.33 2 1 50.00 9 6 66.67

외국인 10 4 40.00 0 0 - 2 2 100.00 12 6 50.00

참여교수 대 참여학생 비율 1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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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외국인) 학생 현황

연번 성명 국적 학사출신대학
공인어학성적

비고
국어 영어

1 Cao, Yibo 중국 북경외국어대학교 TOPIK(5급)    

2 Feng, Jiaqi 중국 연변대학  

3 Li, Maoran 중국 충칭대학 TOPIK(5급)

4 Li, Xiaole 중국 건국대학교 TOPIK(5급)

5 Li, Xu 중국 한양대학교 TOPIK(4급)

6 Liu, Sheng 중국 한양대학교 TOPIK(5급)

7 Lu, Yi 중국 창춘대학 TOPIK(6급)

8 Su, Bowei 중국 한양대학교 TOPIK(6급)

9 Yan, Jiayue 중국 동북 재경대학교 TOPIK(4급)

10 Yang, Jiaqi 중국 연변대학

11 Yang, Qihui 중국 하얼빈금융대학 TOPIK(4급)

12 Yue, Zhihong 중국 사천외국어대학교 TOPIK(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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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2.1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14 / 200



1.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은 사회경제 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한 목표로 ① 빅

데이터 분야 선도 연구역량 강화, ② 실무 수행 및 학제간 협동연구 역량 강화, ③ 정책 분석과 빅

데이터 오픈 아카이브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설정하였다.

□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본 교육연구팀의 전략은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

구 모형(POP모형)”을 적용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POP모형은 

① 산업연계형 문제해결 학습(Industry-Coupled Problem-Based-Learning, IC-PBL), ② 빅데이터 오

픈 아카이브사업, ③ 대내외 파트너십의 3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 연구팀의 특장점으로 빅데이터 계량 분석에 전문화된 다수의 선도 연구자의 참여, 사회적 수

요가 높고 본 교육연구팀의 비교우위에 부합하는 특성화 분야,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보이는 

다수의 참여 교수, 활발한 국제 공동연구와 교육 교류, CK-II “금융퀀트빅데이터사업”의 성공적 

수행 경험, 우수한 공간과 시설, 대학 본부의 전폭적인 지원, 단과대학의 숙련된 행정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 목표 및 전략은 이러한 특장점을 기반으로 실현될 것이다.

□ 교육연구팀의 비전

Ÿ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은 사회경제 분야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

시할 수 있는 글로벌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 여건과 필요성

Ÿ 사회경제 분야 빅데이터는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와 달리 개인의 선택, 상호 작용, 시장의 균형이 

반영되는 내생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내생성 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는 빅데이터 분석은 예측과 

사회적 함의 도출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생시킨다.

Ÿ 이에 따라 사회경제 분야 빅데이터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내생성을 적합하게 통제하면서 최적 

정책의 설정을 지향하는 실무형 융합 인재가 필수적이며, 이는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습득할 수 

교육 환경을 통해서만 양성 가능하다

15 / 200



□ 교육연구팀의 목표 

Ÿ 빅데이터 분야 선도 연구 역량 강화: 사회과학 빅데이터 분야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선도적인 연구

를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Ÿ 실무 수행 및 학제간 협업 역량 강화: 사회과학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실무 능력을 지니고 빅데이

터 분석에서 필수적인 학제간 협업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한다.

Ÿ 정책 분석,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를 통한 사회적 기여: 사회과학 빅데이터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을 제안하고,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사회의 빅데이터 접근성을 획기적

으로 높여 사회에 기여한다.

□ 교육연구팀의 목표 달성과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POP모형)

Ÿ PBL: 사회과학 빅데이터 교육을 위한 최적 모형인 산업연계형 PBL(IC-PBL)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

영하여 창의성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Ÿ Open Archive: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은 교육연구팀 교수와 대학원생이 함께 빅데이터

별로 데이터 수집 방식, 장점과 한계점, 관련 기존문헌 정리, 분석 결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케이

스 스터디 형태로 온/오프라인으로 출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빅데이터  분석 능력을 

양성하고 동시에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사회에 기여한다.

Ÿ Partnership: 교수 -대학원 -학부 -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학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 및 연구기관과 대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실무능력과 협업능력을 동시에 양성하여 창의융합

인재의 성공적인 커리어 실현을 위해 기여한다.

□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본 교육연구팀의 특장점

Ÿ 본 교육연구팀은 사회적인 수요가 높은 사회경제 분야 빅데이터 분석으로 특성화의 방향을 설정하

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인 POP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Ÿ 본 교육연구팀에는 빅데이터, 계량분석, 정책분석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

다. 참여교수들은 제Ⅲ장에서 상술하는 것과 같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물들을 창출해 내고 있다.

Ÿ 본 교육연구팀은 우수한 연구·교육 성과의 핵심 요소인 국제화 부문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

이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III-3. 참고).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들은 1인당 평균 9건의 국제교류 실

적을 보이고 있으며, 소속 학과도 난양대, 고베대, 인민대, 오사카경제대 등 여러 해외대학들과 정

례적인 학술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본 교육연구팀은 이러한 국제화 활동을 활

발히 지속해나갈 것이다.

Ÿ 본 교육연구팀은 CK-II “금융퀀트빅데이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CK-II 사업은 학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지만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 

실무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계량적 수리적인 접근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했다는 측면에서 

본 교육연구팀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으로 작용할 것이다.

Ÿ 본 교육연구팀은 우수한 공간과 시설, 대학 본부의 전폭적인 지원, 단과대학의 숙련된 행정지원 등

을 갖추고 있다.

2. 벤치마킹

□ 벤치마킹: The Rhodes Information Initiative(RII)

Ÿ 본 교육 연구팀은 프로그램 운영 차원 및 플랫폼 제공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 미국 듀크대

(Duke University)의 The Rhodes Information Initiative(bigdata.duke.edu, 이하 RII)를  최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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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킹했다. RII는 빅데이터 융복합 연구센터. 공공정책, 금융, 의료, 범죄, 에너지, 환경 분야의 

빅데이터를 학제간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3년 설립되어 현재 50여명 교수진

과 1,5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빅데이터 분야 융복합 연구와 교육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환경공학, 생명공학, 영문학, 고전학,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 다

양한 학과 소속의 교수와 학생으로 구성되어 빅데이터 관련 융복합 연구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

□ 벤치마킹 결과: 핵심 교과과정으로 Data Expeditions과 Data+가 운영되고 있다. 

Ÿ Data Expeditions: 교수진과 대학원생의 협력을 통한 학부 커리큘럼 혁신사업으로 기존의 학부수업 

일정 중 1~2주를 할애하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빅데이터 관련 연구주제와 실제 데이터를 소

개한다. 대학원생에게는 직접 수업을 운영하고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Ÿ Data+: 30여 개의 연구팀이 여름방학 10주간 참가하는 프로젝트로, 개별 연구팀은 1~2명의 대학원

생 멘토, 2~3명의 학생으로 구성되며, 교내외 클라이언트와 협력하여 빅데이터/머신러닝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이다.

□ 벤치마킹: 성공 요인 분석

Ÿ RII의 운영 차원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 본 교육연구팀의 Songman Kang(강성만) 교수가 해당 센터

를 방문하여 센터장인 Calderbank 교수를 면담하여 RII만의 독자적 성공요인을 식별하였다. 

Ÿ RII의 5가지 성공요인과 베치마킹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공요인 운영 현황 벤치마킹 결과

특성화 

방향 설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사회, 의료, 환경 

분야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방향을 설정, 전 

대학 차원의 접근이어서 분야 범위가 넓음

빅데이터 활용에 사회적 기여를 위한 정책 

개선의 시각을 반영하여 “빅데이터 사회

경제 정책 분석”으로 특성화 방향을 설정 
교과과정 

개선 

데이터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회경제 문제의 

분석을 핵심과제로 설정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 도입 운영

학내연계 

프로그램

대학원 교육을 학부과정과 연계하여 대학원

생에게 연구분석 기회 및 팀리더 역할 부여
대학원생의 학부 튜터링 제도의 도입

학습 환경 

개선 

졸업 후 접하게 될 실제 업무 현장과 유사

한 교육·연구 환경을 대학원생에게 제공.

IC-PBL 교과과정 확대, 현장 실무 프로그

램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커뮤니티 

조성 

대학원생 -교수 간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강화하여 연구·팀워크 역량을 동시에 강화

대학원생-교수 간 교류의 장인  Knowledge 

Studio 설치,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

그램을 통한 공동연구 플랫폼 제공

<Rhode Information Initiative 성공요인 분석과 벤치마킹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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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벤치마킹

Ÿ 본 연구팀은 사회경제 분석 빅데이터 방법론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University of St. Gallen의 Swiss Institute of Empirical Research가 주도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

과관계 빅데이터 분석 기법 동향과 Harvard University에서 교육, 환경, 조세, 범죄 등 다양한 주제

를 다루는 Raj Chetty 교수의 학부 강의인 “Using Big Data to Solv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를 벤치마킹하였다.

Ÿ Swiss Institute of Empirical Research의 최신 사회경제 빅데이터 관련 인과관계 분석 기법은 대학

원 교과과정 개설의 벤치마크 콘텐츠로, 주제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Chetty 교수의 학부과정 교과목

은 본 교육연구팀의 대학원 -학부과정 연계 교과과정 설정에서 벤치마크로 활용되었다.

3.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모형 (POP 모형)

□ 빅데이터 교육연구 모형 설정

Ÿ 본 교육연구팀은 사회경제 빅데이터 관련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모형”을 도입한다.

Ÿ 본 모형은 학부 CK-II “금융퀀트빅데이터”사업을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 교육과정 설계 및 전문

인력의 현장실습 파견 경험, 경제금융학과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자문단”이 가진 교육 

실무 전문성과 사회과학 빅데이터의 내생성 분야 연구역량, 교육연구팀의 PBL 교육역량 및 본교 

경제연구소를 통한 해외 벤치마킹과 교류 사업 결과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Ÿ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모형의 세가지 핵심요소는 ① 산업연계형 PBL기반 융합교육, ②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③ 대내외 파트너십 프로그램 설계 및 플랫폼 운영이다.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모형>

□ 빅데이터 전문가로서의 업무 실무와 커리어 성공 요인

Ÿ 본 교육연구팀은 사회경제 빅데이터관련 창의융합인재 양성이라는 1차적인 목표를 넘어서 이들의 

커리어 성공이라는 보다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모

형은 빅데이터 실무 과정의 운영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성공요인을 기반으로 설정되었다.

Ÿ 빅데이터 분석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빅데이터 분석 관련 종사자의 업무과정 및 성공적인 직업인으

로서 가져야 할 역량이 구체화되어, 기업 윤리를 바탕으로 다음 7단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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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7단계 업무 처리 과정>

Ÿ 한편 성공적인 빅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커리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무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

서 다음과 같은 5가지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빅제이터 분석가로서 성공을 위한 5대 역량>

(1) 산업연계형 PBL 교육(IC-PBL)

□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과 문제중심학습(PBL)

Ÿ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은 구성주의 학습방법론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어진 

문제를 바탕으로 학습을 학습자들이 사전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개인적, 협동적 탐구를 통해 문

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지식을 재구성하는 방식의 교육 과정이다.

Ÿ PBL의 교육방법론은 빅데이터 실무 프로세스와 유사하다. PBL은 교수자가 해당 교과 전문분야에

서 실제 발생하는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이후 학습자가 문제분석 및 학습

과제 도출,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수집, 문제 재확인 및 해결 모형 도출, 문제해결안 발표의 순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제시하게 된다.

Ÿ 이와 같이 ｢문제 확인 → 자료 수집 → 문제 재확인을 통한 자료의 적합성 판단 → 문제 해결 도출

→  문제 해결안에 대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치는 PBL 학습법을 통해 학습자들은 빅데이터 관련 

업무 프로세스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대면하게 될 빅데이터 분석 

업무 및 연구 진행과정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사회경제 분야 빅데이터 교육

에서 이러한 PBL 교육법의 가치는 더욱 유용하다.

□ 사회경제 빅데이터　최적 교육연구 모형으로서 IC-PBL

Ÿ IC-PBL 교수법은 PBL 교과과정 속에 문제 제기, 문제 해결, 해결 과정에 산업 및 기업 현장의 문

제를 직접 수용하기 위해 고안된 교수법으로,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의 최적모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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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BL 교육 흐름도> 

Ÿ IC-PBL 교과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기업 및 유관 산업 기관에서 직접 제시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특정 산업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데이터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품질관리 기법

을 습득하며, 실제 자료 수집을 통해 빅데이터 실무분석 경험을 누적시킬 수 있다.

Ÿ 이와 같이 산업 연관성을 확보한 IC-PBL 방식의 빅데이터 교육은 이전의 전통 강의식 교육이나 일

반 PBL 교수법으로는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실무적 측면의 역량 확보에 매우 효과적이다.

□ 교육연구팀내 IC-PBL 교과과정

Ÿ 본 교육연구팀은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IC- PBL 교육을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의 최적모형으로 

설정하여 2019년에 이미 대학원 교과과정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① Html 기반 텍스트 마

이닝과 오픈 API 시스템을 활용한 반정형 데이터 자료수집·분석에 중점을 둔 IC-PBL, ② MOU 기

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학생들이 실무를 하면서 연구원에서 분석하는 공공정책 문제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MOU 현장융합기반 IC-PBL 수업이 운영 중이다.

Ÿ 향후 자료수집형 IC-PBL은 반정형 데이터를 넘어서 순수 비정형 데이터 자료 수집 관련 수업으로 

발전시키고, 현장융합형 IC-PBL은 다른 MOU 기관인 SK텔레콤, 보험개발원, IBK 은행 연구원 등과 

협동과정을 통해 외연을 확장시켜나갈 예정이며, 다양한 형태의 IC-PBL 과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2)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

□ 목표 

Ÿ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은 본 교육연구팀의 사회경제 관련 빅데이터 사용 연구 및 정책 분석을 발

간하고 공공에 공개하여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연구팀 웹사이트상의 1차 출간, 위키피디아 등 온라인 미디어 매체를 통한 2차 출간, 우수한 

성과물에 대한 교내외 기관 및 데이터 제공 기관에서의 3차 출간의 형태로 연구결과를 공유한다.

- 참여 대학원생은 자신이 수행하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자료를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에 출간해야 하며, 교수와의 공동작업에 대한 온라인 매체 출간을 주관해야 한다.

□ 기대 효과 1:　IC-PBL과 연계되어 교육의 선순환 체계 확보

Ÿ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은 IC-PBL와 연계되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

다. 본 교육연구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① 적합한 문제제시, ② 학습자의 

동기 부여, ③ 숙련된 튜터의 존재, ④ PBL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달성 경험이 중요하다.

- 학습동기부여: 사회경제 빅데이터 관련 케이스스터디를 작성해야 하는 참여 대학원생들은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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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 교육에 적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임하게 된다.

- 튜터 양성: 1 학년　IC-PBL 교과목　이수를 통해 실제 빅데이터 관련 케이스 스터디를 출간함으

로써 2학년 이후 전문성을 가진 IC-PBL 교육의 튜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다수의 IC-PBL 과목이 운영되어도 지속적인 튜터 수급이 가능해진다.

- 성공적인 교육성과 획득:　대학원생들은 케이스 스터디 결과물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출간

함으로써 추후 연구논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동력을 얻게 된다.

□ 기대 효과 2: 취창업 증진 효과

- 참여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케이스 스터디는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작성의 기반이 되며, 특히 석

사생의 경우 취업 준비 전 빅데이터 연구 성과물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수 있어 인턴 및 취창

업에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위키피디아 등 온라인 매체 출간을 통해 축적하게 될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빅데이터 전문

가로서의 취업과 성공적인 커리어에 기여할 것이다.

□ 기대 효과 3: 지식공유 및 피드백

Ÿ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출간되어 온라인 미디어 항목이 개설된 빅데이터 성과물은 빠르게 공유되

어 사회적 지식 창출에 기여한다. 한편, 출간된 자료에 대해 MOU 체결 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피드백은 IC-PBL 교과목의 콘텐츠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

(3) 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및 플랫폼

□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모형은 대학원생의 빅데이터 전문가 커리어 관련 소프트 스킬 양

성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 학과 차원의 파트너십 네트워크 및 플랫폼 제고

Ÿ 티칭 프로그램:　대학원생의 팀리더로서 소프트 스킬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원생의 협력을 통한 학

부 커리큘럼 혁신 사업을 수행한다. 학부 빅데이터 관련 PBL 수업의 일부에서 참여 대학원생이 교

수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사회경제 빅데이터 분석 경험을 확보하게 하고 팀리더로서 문제설정 

및 의사소통 등과 관련한 소프트 스킬을 강화시킨다.

Ÿ 공동연구 프로그램: 학원생들 간의 팀워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듀크대 RII의 Data+ 사업을 벤

치마킹하여 방학 중 대학원생 2~3명이 팀원이 되어 MOU 기관과 협력하여 빅데이터/머신러닝 관련 

주제에 대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Ÿ Knowledge Studio 사업: 교수 - 대학원생 간에 공동 연구자로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경제금융관 

402호에 조성된 Knowledge-Studio를 플랫폼으로 제공하여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 연구

자료에 대한 공유와 토론을 용이하게 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리얼타임 스트림 분석 

플랫폼이나 환경·범죄관련 빅데이터 특화 분석 플랫폼을 설치·제공함으로써 실제 기업 업무환경

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의 커리어 안착을 돕는다.

□ 대외 파트너십 네트워크 및 플랫폼 제고

Ÿ 현장 실습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산업연계교육자문위원회(Industrial Adviory Board, IAB)와의 관계 

지속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 인력의 현장 인턴 기회를 확보·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를 통

해 학생들에게 실무 빅데이터 분석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과 성공적인 커리어 개발을 돕는다.

Ÿ 창업 연계 프로그램: 빅데이터 관련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내 글로벌 기업 센터

와 공동으로 캡스톤 프로그램을 창업 실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소속 대학원생이 글로벌 스탠

다드에 부합하는 기업가 양성 창업캠프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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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육역량 영역

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현황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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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교육과정의 특장점

⇒

개편 계획

⇒

기대효과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자문단

·IC-PBL 교육 수행 역량

·IAB 운용  

·CK-II 경험 축적

·IC-PBL 수업 확대

·빅데이터 오픈 아카

이브 프로그램 도입

·대내외 파트너십 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용

·IC-PBL 교육성과 개선

·연구성과 개선

·취창업 성과 개선

1. 현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현황

□ 교육목표

Ÿ 다양하고 복잡한 경제현상과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갖춘 실용적 전문 

경제금융 인재를 양성한다.

Ÿ 다양한 경제이론과 재무금융이론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육자를 양성한다.

Ÿ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

Ÿ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함양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실천적으

로 봉사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 세부전공분야 구성 및 교육과정 개설현황

Ÿ 세부전공(※ 최근 5년간 개설과목 현황은 첨부자료 참고)

세부전공분야 개요

재무금융
기업재무, 금융상품, 증권투자, 파생상품, 위험관리, 금융시계열분석 등 재무금융

관련 이론과 실무기법

미시경제이론

및 응용

소비자,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개별 시장균형, 일반균형,

경제후생에 대한 이론과 정책

거시경제 이론

및 응용

국내총생산, 실업, 인플레이션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이론적 모형과 경제

성장 및 경기변동 관련 이론 및 사례 분석

공공정책 공공경제, 공공부문평가, 조세, 재정정책, 사회보장문제 관련 이론과 사례분석

국제무역 국제무역, 통상정책, 협상론, 지역경제, 무역관련 법규 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 분석

□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주요 담당과목

교수  교과목 특장점 개선 계획

강

성

만

실증

방법

분석론

과 응용

최근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실제 

논문에서 사용한 코드와 데이터를 제공하여 수강생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현하는 기회를 제

공한다. 또한 수강생 전원에게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는 일방

적인 수업 방식 대신 수강생 각각의 관심 연구분야에 맞춰 

각기 다른 학술논문, 데이터, 코드를 제시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수강생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업에

서 제출한 보고서 및 

연구 결과물에 대해 

보다 자세한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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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영

우

미시

경제학

대학원 기초과목으로 학생들에게 현대 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미시경제분석의 이론과 방법론을 제공한다. 소비자이론, 생산

자이론, 일반균형이론, 후생경제이론의 네 가지 주요 주제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실제 연구수행과 논

문작성에 필요한 내

용을 부각하여 전달

남

덕

우

거시

경제학

대학원 필수과목으로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 관련된 기초 이론

과 연구방법론을 소개한다. 경기변동 부문에 있어서 고전학파

의 실질경기변동모형(Real Business Cycle Model)부터 물가 및 

임금의 경직성이 도입된 뉴케인지언 모형(New Keynesian 

Model)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학생들이 Dynare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소개된 거시모형들을 직접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키고 있다.

거시경제이론의 현실 

경제 설명력을 전달

하기 위해 실제 데이

터를 이용하여 VAR 

model을 추정하는 등 

거시 시계열 분석 능

력을 제고

문

춘

걸

계량

경제

이론

경제이론과 현실을 실증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횡단면 회

귀모형, 패널 회귀모형, 시계열 모형, 특이자료 분석을 위한 

모형, 통합적인 추정기법에 관련된 이론, 현실자료에 기반한 

실증 사례, 해당 사례를 생산한 자료 및 R scripts, R에 기반

한 통합문서인 RMarkdown을 교과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학

위논문 작성과 취업 현장에서 모형 구축과 실증분석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취득하는 것이 교과목표이다.

이론적 내용보다는 실

제 계량분석에 필요한 

실용적 내용에 주안점

을 두어 재구성

윤

정

모

페널

데이터

분석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 기업, 의료, 재정, 인구 분야 행정데이

터와 대규모 패널데이터를 소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

는 방법론을 배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본인의 연구주제에 

맞는 데이터를 찾고, 분석하고, 발표하는 경험을 가진다.

학생의 원활한 연구

주제 발굴을 위해 교

수와의 대화·토론 

시간을 정례화

이

영

경제

분석

실무

IC-PBL 형태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학생들이 연구방법론, 통

계 프로그램을 단기간에 집중 학습한 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서 소속 박사와 매칭되어 실무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실무경험을 통해 연구방법론을 습득하여 학생들의 

연구 및 취업 경쟁력을 높인다.

MOU 체결 협력기관 

확대로 다양한 기관

과의 협력 추구

이

정

환

빅데이

터를 

활용한 

경제

금융 

문제 

분석

산업연계형 PBL 형태로 운영되는 과목으로, 학생들이 파이썬

을 이용해 반정형 데이터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론을 학습하

고, 각종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직접 문제 시나리오를 작성

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다. HTML

로 구성된 웹데이터 및 Open API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실무적인 빅데이터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연구 및 취창업 경쟁

력 확보에 기여한다.

연구 보고서를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발

표·공유하여 향후 빅

데이터 교육의 자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

며, 대학원 튜터 제도 

도입으로 PBL 기반 

교육의 완성도 제고

전

영

준

재정

이론

정부재정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부분별 재정지출 프로그램

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학습한다. 국내외 복지제도 관련 다

양한 이슈에 대한 실증분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빅데이터 분석과의 결합 가능성이 높다.

재정지출 프로그램 관

련 실증분석을 수행하

는 내용을 추가

최

자

원

응용

계량

경제학

여러 경제 정책과 프로그램의 인과효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

한 계량경제학 도구들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연구 

방법을 적용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을 기른다. 

인과관계 분석에 빅

데이터 분석 및 머신

러닝 적용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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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관리

Ÿ 이수학점

학위과정 졸업학점 학점구분 학점 이수구분 최소이수학점

석사 26
교과학점 21 전공(선택, 필수) 15

연구학점 5 연구(선택, 필수) 5

박사 37
교과학점 33 전공(선택, 필수) 27

연구학점 4 연구필수 4

석박통합 58
교과학점 51 전공(선택, 필수) 42

연구학점 7 연구(선택, 필수) 7

Ÿ 선수과목: 학부 전공이 경제학이 아닌 경우, 선수과목으로 지정된 핵심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 석사, 석박사 통합과정: 학부과정의 미시경제, 거시경제

- 박사: 석사과정의 수리경제학, 경제통계학

Ÿ 종합시험

-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서는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은 공통시험과목

이며, 세부전공별 선택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세부전공분야 세부전공분야별 시험과목

재무금융

경제금융시계열분석, 기업재무이론, 금융경제이론, 채권론, 생상품시장

론, 금융위험관리, 옵션가격결정론, 국제금융이론, 국제금융시장론, 화

폐금융론

미시경제이론 및 응용
게임이론, 수리경제학, 산업조직론, 산업정책론, 미시계량경제학, 노동

경제론, 기업재무이론, 경제사, 고급미시경제이론, 공공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및 응용
경제정책론, 국제금융이론, 국제금융시장론, 경제금융시계열분석, 국제

경제관계론, 체제전환론, 경제학설사, 경제사, 화폐금융론

공공정책
재정이론, 조세이론, 노동경제론, 산업정책론, 경제학설사, 공공경제이

론

국제무역 국제경제이론, 국제경제관계론, 체제전환론

Ÿ 논문지도 및 학위수여

- 학위는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평점평균 3.0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

격한 자로서 석·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의 2기말까지 지도교수를 배정하며, 그 이전의 학사지도는 

학과주임교수가 담당한다.

2. 대학원 운영

□ 본 교육연구팀의 대학원 학사 관리는 학과의 대학원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

구 자문단” 및 교과과정에 대한 “경제금융학과 산업연계교육 자문위원회의(IAB)”의 피드백과 대학

원 학생회 및 3개의 LAB을 중심으로 한 학생자치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되고 있다.

□ 대학원 위원회

Ÿ 대학원 위원회는 대학원 교과과정 개설 및 학사과정 운영을 포함한 모든 대학원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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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교과과정 운영: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자문단 및 경제금융학과 산업연계교육 자문위원회의

(이하 IAB)와 협력하여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평가하고 개선한다.

Ÿ 대학원생 복지 및 글로벌 네트워킹:　대학원생들의 자치단체인 대학원학생위원회 및 대학원 유학

생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 복지를 증진하고 졸업생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담당한다.

Ÿ LAB 운영 관리:　대학원생들의 협업 연구공간인 재무경제, 퀀트, 공공경제의 세 LAB의 운용에 관

한 정책을 수립한다.

□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자문단 

Ÿ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자문단: 경제금융대학 CK-II 사업인 “금융퀀트빅데이터 사업,” 교과

과정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구성되었으며 경제금융학과 빅데이터 연구성과 확보 및 교육과정 개선

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5년부터 교과과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 한양대학교 인문학연구센터 사업에 지원하는 등 경제금융학과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주

도하고 있다.

Ÿ 인적구성: 교육정책 전문가인 이영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장으로서 학과 내 연구 및 교류 사

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영준 교수, CK-II 금융퀀트빅데이터 사업단장을 역임했으며 IAB와 교

류를 담당하는 한양대학교 교학부총장 김명직 교수, 한양대학교 PBL 앰버서더로서 IC-PBL 교육 실

무를 담당하는 이정환 교수, 금융퀀트빅데이터 사업 교과과정위원이었던 남덕우 교수, 미국 Emory 

대학과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겸임 교수로서 빅데이터 내생성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조인구 교

수로 구성되어 있다.

Ÿ 벤치마킹: 해외 연구 교류를 담당하는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와 더불어 국내외 빅데이터 교과과정

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교과과정에 반영한다.

Ÿ 교과과정 자문: CK-II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이 학부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

계열빅데이터 분석 등 빅데이터 관련 학석사 연계교과목에 대한 자문에 응하였고, 데이터 중심의 

대학원 신규교과목 개설 및 기존 교과목의 내용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담당한다.

Ÿ 교육모형개발: CK-II 교육 프로그램 역량과 PBL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모형”을 개발하여 산업연계형 PBL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경제 분야 빅데이터 교육의 최

적 교육 모형을 개발하였다.

□ 산업연계교육 자문위원회의(IAB)

Ÿ 경제금융학과 IAB는 기업, 협회, 연구소 소속으로 구성된 대학원 및 학부 교육 과정 자문위원회로, 

창의인재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금융감독원 부국장 원대식 외부인사(위원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무 고준형 외부인사(부위원장)

한양대학교 교수 윤정모 학부장(당연직)

에스씨에스코리아 대표이사 배재호 외부인사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상제 외부인사

SK브로드밴드 고문 정태철 외부인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유정근 외부인사

PWC컨설팅 고문 곽범국 외부인사

<산업 연계 교육 자문 위원>

Ÿ 교과과정 자문: 학과 주최로 연간 2회 이상의 교육과정 자문위원회 개최 및 서면·유선·면담 자

문을 병행 실시하여 교과과정을 평가하고 신규교육과정 등의 설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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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현장 실습 지원: CK-II “금융퀀트빅데이터 사업”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의 중추로서 사업기간 동

안 매년 50명 이상의 학생들의 현장 실습 및 인턴십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  빅데이터 교육 로드맵을 통한 교과과정 운영

Ÿ 대학원 교과과정은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자문단 로드맵과 경제금융학과 IAB의 자문하에 기

존의 일반적인 연구 중심 경제대학원 프로그램을 넘어 사회경제 빅데이터 관련 연구 교육 전문기

관으로 발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된다.

Ÿ 신규과목개설: 이러한 목표하에 2016년 이후 사회과학 일반 및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다루는 

“패널데이터 분석”, 비정형 데이터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에 대한 “실증방법분석론과 응용”, 

IC-PBL 교과목으로서 경제사회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과 오픈 API를 사용한 자료 수집 과정을 학

습하고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및 금융문제 분석”등이 신규 

개설되었다.

Ÿ 기존과목 내용 재구성:  윤정모/최자원 교수가 강의하는 “응용계량경제학”은 기존에는 계량경제

학의 응용과목으로 운영되었으나, 2013년 이후 사회경제 데이터의 내생성 분석을 중심으로 통계적, 

계량경제학 기법을 학습하고 연구에 적용하는 과목으로 변경되었다. 이영 교수의 “경제분석실무-

공공경제”과목은 2019년 빅데이터 기반 산업연계형 PBL(IC-PBL) 교과목으로 개편되었다.

□ 교과과정 외부 평가 및 피드백 반영

Ÿ 경제금융학과 IAB와 한양대학교 IC-PBL 교육센터는 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해 외부평가를 수행하며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자문단의 협업을 통해 교과과정 개선을 도모한다.

Ÿ 경제금융학과 IAB는 대학원 신규교과목 개설에 대한 자문뿐 아니라 교과과정의 변화와 강의 운영 

방식 등에 대해 1년에 2회 이상 회의, 서면·대면 보고 등을 통해 검토하고 교과과정에 대한 의견

을 반영하고 있다.

Ÿ IC-PBL 교수학습센터는 실제 산업·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한 교과과정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IC-PBL 교육 성과물에 대한 산업연관성 등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여,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Ÿ 향후 졸업생들로부터도 심층적인 피드백을 받는 절차를 제도화하여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IAB의 

논의를 거쳐 교과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 LAB 운영

Ÿ 경제금융학과 내에서는 재무, 퀀트, 공공경제 LAB운영을 통해 재학생들의 성공적인 전공 선택 및 

지도교수 선정을 유도하고 공동연구를 촉진한다.

Ÿ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대학원생들의 연구능력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

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Ÿ 랩에서는 랩 내부, 랩 상호 간 정례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의 논문 작성 과정을 검토하고 연구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퀀트랩은 매주 학생들이 돌아가며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지도교수가 조

언을 해주는 내부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다.

3.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운영의 특장점

□ 본 교육연구팀이 속한 경제금융학과 교과과정은 지난 5년간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자문단의 

가이드를 통해 학부 교과과정과 연계하는 등 연속성을 가지고 일반 경제금융대학원에서 사회경제 빅

데이터 특화 대학원으로 변모 중이다. 이러한 교과과정 변화에 비해 학사과정은 상대적으로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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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편되고 있으나, 자문단과 교육연구팀의 공동 작업으로 완성된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

육모형” 수행을 위해 빠르게 변화할 예정이다. 현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운영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다.

□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연구 자문단) 자문단은 학부 CK-II “금융퀀트빅데이터 사업”에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빅데이터 관련 교육 모형을 연구하여 교육과정 개편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사업단에 교육실무 전문가인 이영 교수와 인문사회 데이터 관

련 머신러닝 설계 분야의 전문가인 조인구 교수 및 PBL/빅데이터 교과과정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

여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모형”을 설계하였다.

□ (IC-PBL 교육 수행 역량)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 모형 수행에서 핵심적인 교육모형인 IC-PBL 

수업이 이미 2019년에 두 과목 개설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교육연구팀의 핵

심 과제인 IC-PBL 교육을 대학원 및 학부로 확장시킬 역량을 확보하였다. 현재 개설된 두 과목은 향

후 자료수집형 빅데이터 교육과 MOU 기관 현장융합형 빅데이터 교육의 벤치마크 교과모형으로 사용

될 예정이다.

□ (CK-II 사업 경험의 활용) 2014년부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수행한 CK-II “금융퀀트빅데이

터 사업”은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부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

으며, 특히 직접적 수혜자인 학부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CK-II 사업에서 축적한 이러한 경험

이 BK21 사업 수행 시에도 큰 자산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Ÿ CK-II 사업이 기본적으로 학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는 교육사업의 일

환으로 다양한 학석사 공통교과목을 개발하여 대학원 교육과정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경

제 분석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불완비정보에 따른 내생적 선택과정을 강조하는 “정보와 불확실성

의 경제학”, 시계열 자료를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방법론을 다룬 “시계열빅데이터 분석”, 범죄관

련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둔 “범죄경제학”등이 개설되어 대학원생의 이수 및 학점 인정

이 가능하게 되었다.

Ÿ CK-II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경제금융학과 

IAB와 협력을 통해 매년 평균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에 관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역량과 현

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 (교과과정 설계 및 수행에 관한 피드백) 산업 전문가 집단인 경제금융학과 IAB는 정기적으로 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대학원 위원회가 그 피드백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팀

의 핵심 교육모형인 IC-PBL 수업 진행 시 수업 설계부터 교과과정 평가까지 한양대학교 IC-PBL 교

수학습센터의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받고 있다.

□ (LAB실 운영) LAB의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의견 교류 및 

협업을 증진시킨다. LAB 워크숍을 운영하고, 선후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LAB 구성원의 취창업

을 장려함과 동시에 연구용역 및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교수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용역 수행은 대학원생들에게 실제 경제사회문제 분석 기회와 경제 데이터에 대한 직접적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교육과정 개편 계획

□ 사회경제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인재들의 성공적인 커

리어 개발을 돕기 위해, 본 교육연구팀은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모형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과정 개편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 및 인재양성에 다음과 같은 선

순환 구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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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편 계획과 빅데이터 교육 선순환 흐름도>

□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수행하고자 하는 3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Ÿ (IC-PBL 교수법의 지속적인 확대) 현재 두 가지 유형인 IC-PBL 기반 빅데이터 교과목의 양적 확대

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경제 인과관계 기반 빅데이터 분석 및 사회경제 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IC-PBL 교육모형을 개발한다.

Ÿ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조건을 직접 교

과과정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IC-PBL 교육의 성과를 증진시켜 높은 수준의 사회경제정책 관련 빅

데이터 연구 결과물을 산출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교육 콘텐츠의 양과 질을 늘린다. 또한 IC-PBL 

교수학습에서 핵심 인력이 되는 튜터를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한다.

Ÿ (대내외 파트너십 기반 교육 프로그램 운용) MOU 기관, 경제금융학과 IAB, 교내 글로벌 기업가 센

터 등 대내외 기관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사회경제 빅데이

터 분석에 전문화된 실무형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한다.

□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본 교육연구팀은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려고 한다.

Ÿ (IC-PBL 교육성과 개선)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PBL 교육의 핵심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튜터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다수의 IC-PBL 수업이 개설되더라도 교육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Ÿ (연구성과 개선)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에 축적된 자료와 전문성 있는 튜터의 도움으로 참여 대

학원생들의 사회경제 빅데이터 분석 케이스 스터디 연구 성과를 증진한다.

Ÿ (취창업 성과 개선)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출간된 자료는 대학원생들의 취업 포트폴리오에 자산으

로 활용되어 인턴 및 취창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공유 지식 발간을 통해서 축적한 대학원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성공적인 커리어 개발에 기여한다.

□  IC-PBL 강좌의 확대

Ÿ 현재 교육연구팀 내에는 공공정책 관련 빅데이터 및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IC-PBL 수업인 “경제

분석실무-공공경제” 및 경제사회 분야에서 텍스트 마이닝과 오픈 API를 사용한 자료수집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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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고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분석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및 금융문제 분석” 과목이 운

영되고 있다.

Ÿ (현장 융합형 IC-PBL 교과 과정의 확대)　현재 운영 중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의 IC-PBL 수업을 

벤치마크로 하여 보험개발원, IBK 기업은행연구원, SK 텔레콤 등으로 협력기관을 확대하여 빅데이

터의 사회경제적 분석 실무를 현장과 융합하는 교과과정을 개설한다.

Ÿ (자료 수집형 IC-PBL 강좌의 확대) 현재 텍스트 기반 HTML 분석과 OPEN-API 자료 등 반정형 데

이터 위주의 IC-PBL 강의 이외에 비정형데이터 분석 IC-PBL 수업을 교과과정에 편성할 예정이다

Ÿ (새로운 유형의 IC-PBL 강좌 개설) 사회경제 인과관계 중심의 빅데이터 방법론 IC-PBL 강좌, 데이

터 내생성 중심의 머신러닝 기반의 사회경제 빅데이터 강좌 등 여러 다른 유형의 IC-PBL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 

Ÿ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은 본 교육연구팀에서 수행한 개별 빅데이터 분석 과제에 대한 

자료수집 과정, 데이터의 내생성 처리 과정, 연구수행 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케이스 스터디 형식

으로 온/오프라인으로 게재하는 것으로, 다음 3단계로 케이스 스터디 출간을 수행한다.

단계 출간 방식 

1단계
교육연구팀의 자체 웹페이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웹으로 출간하고 관련 자료

를 공유한다.

2단계
연구자가 Wikipedia 등 온라인 미디어 항목을 작성하여 자료를 출간하고 사회

와 공유한다.

3단계

오프라인 출간 단계로, 성과가 우수한 케이스 스터디 자료를 한양대학교 웹페

이지 및 신문 등에 기고하여 출간한다. 기업자료의 경우 Fn-guide 등 기업 관

련 데이터 자료 제공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MOU 기관 관련 빅데

이터는 관련 기관을 통해 출간하며, 공공 오픈 API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 형태로 출간하여 공개한다.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

Ÿ 본 교육연구팀에서는 대학원생의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고, 학위논문 작

성과 병행하여 참여 대학원생이 2학기에 1과목 이상의 사회경제 빅데이터 관련 IC-PBL 강좌를 수

강하고 1편 이상의 케이스 스터디를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에 출간할 것을 요구한다.

Ÿ University of Edinburgh의 방식에 따라, 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작성된 내용이라도 Wikipedia 관

련 항목 개설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남겨두어 학생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하고 지식 생산자

로서의 역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Ÿ 학생들의 연구 인센티브를 위해 오픈 아카이브의 출간을 3학기 이후 BK-21 장학금 수혜 요건으로 

지정하고, 3단계까지 가는 우수자료 출간 시 추가적인 우수 장학금을 수여한다.

□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의 기대효과

Ÿ 이러한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은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와 취창업 두 방면에 모두 긍정

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교육연구팀의 교과과정에 핵심이 되는 IC-PBL 교육성과를 동시

에 높여 줄 수 있다.

Ÿ (대학원생 연구성과 증진) 대학원생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케이스 스터디 작성 경험은 학생들에

게 사회 경제 빅데이터 분석 및 관련 정책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위논문 주제 선택을 용이하

30 / 200



게 하며 논문 작성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시 축적한 데이터 

분석 역량은 추후 다른 사회경제 빅데이터 분석의 기반이 되어 추가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한다.

Ÿ (대학원생 취창업 성과 증진)　학생들이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　이전에 취업 시장에 진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취업시장 진출 이전에 빅데이터 관련 케이스 스터디를 작성하여 취업 

포트폴리오에 추가함으로써 인턴 기회 확보 및 취업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또한 

Wikipedia 등 온라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출간을 통한 학생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은 이후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 스킬을 배양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Ÿ (IC-PBL 교육 성과 증진) IC-PBL 교수법은 학습성과가 높고 자기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PBL 기반의 수업 특성상 교육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튜터의 역량이 중요하다. 1학년에서 이

미 IC-PBL 강의를 수강하며 빅데이터 연구 케이스 스터디를 출간한 참여 대학원생은 이후 과정에

서 IC-PBL에 대한 수업 이해도가 높고 빅데이터 분석 연구 성과가 있는 역량 있는 튜터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축적되는 케이스 스터디 자

료는 이후 IC-PBL 수업에서 다시 교육자료로 활용되어 교과과정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파트너십 기반 교육 프로그램

Ÿ 파트너십 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실무형 빅데이터 인재 양성과 성공적인 커리어 개발을 그 목적으

로 하며, IC-PBL 수업을 넘어서 실무를 경험하고 취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다.

프로그램 운영방식 

현장 실습 

현장전문가 참여형 IC-PBL 교육을 넘어 MOU 기관과 공동으로 IC-PBL 교과과

정을 설계·운영하여, 이 교과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학생들에 대해서 

실제 MOU 기관에서 추가적인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동연구 프로그램 

대학원생들 간의 팀워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Rhodes Information Initiative의 

Data+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방학 중 10주간 대학원생 2-3명이 팀원이 되

어 교내외 MOU 기관과 협력하여 빅데이터/머신러닝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공

동연구를 추진한다. 

창업 캡스톤 

프로그램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 센터와 공동으로 사회경제 빅데이터 관련 창업 캡

스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과과정에 편입한다. 글로벌기업가 센터에서 제공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창업 캡스톤 프로그램의 구조는 유지하나, 사회경제 빅

데이터 관련 스타트업 기업가를 초빙하여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고 사회경제 

빅데이터 분석이 가지는 특수성을 캡스톤 프로그램 과정 속에 반영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글로벌 창업가 

캠프 참여 지원 

교과과정에 편성된 창업 캡스톤 프로그램 이외에도 방학 중 참여 대학원생들

의 글로벌 기업가 캠프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

회경제 빅데이터 인력 양성에 기여한다.

<파트너십 기반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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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사운영 개편 계획

<석사과정 개편안>

□ 학사운영의 변화

Ÿ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 모형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1학년 지도교수확정 → 2학년 

졸업시험 통과 및 논문 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의 학사과정을,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

로그램의 참여를 위한 케이스 작성과 이후 IC-PBL 교과목에서의 튜터 활동을 중요한 구성요소로 

하는 학사과정으로 재구성한다. 대표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석사과정 학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1학기: 어학시험 통과, IC-PBL 과목 수강

- 2학기: 지도교수 선정, 케이스 스터디 작성

- 3학기: 종합시험 통과, 튜터 활동

- 4학기: 졸업논문 작성, 튜터 활동

Ÿ 대학원생 1년차 과정을 통해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에 출간할 케이스 스터디를 작성한 

학생은 한양 IC-PBL 교수학습법 센터에서 제공하는 튜터 교육 이수 후 임금을 받는 튜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Ÿ 이러한 튜터 시스템은 경험 전달의 부재에서 생기는 빅데이터 교육성과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튜터와 학생의 공동연구 과정을 통해 튜터와 참여학생 모두에게 팀워크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한다.

Ÿ 참여 대학원생은 또한 학부에 개설된 빅데이터 관련 IC-PBL 관련 교과목의 튜터 업무를 맡아 대학

원 - 학부 간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고 튜터의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경험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연구 리더로서의 역량을 배양한다.

Ÿ 교육연구팀 팀장과 지도교수가 1학기부터 꾸준한 면담 및 관리를 통해 참여 대학원생이 정해진 일

정에 따라 과업을 이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졸업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대학원생의 WLB(work-life balance) 관리 

Ÿ 대학원 IC-PBL 튜터 시스템과 LAB실의 운영을 통해 대학원 1학년과 2학년·고학년 학생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참여 대학원생들의 WLB를 관리하도록 선진적 대학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다.

Ÿ 교수-커뮤니티 공간인 Knowledge Studio(경제금융관 402호)에 대학원생이 활용할 수 있는 교류 공

간을 제공하여 대학원생들 간의 커뮤니티 형성 및 공동연구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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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1.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및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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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현황과 구성

□ 개요

Ÿ 본 교육연구팀은 “한양 사회경제빅데이터 교육모형”이라는 로드맵하에 2014년 이후 빅데이터 관

련 강좌를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이 산업·사회문제 연구·해결 역량을 배양하는 강좌를 개

발하였다.

Ÿ 2019년부터 본 교육연구팀이 사회경제빅데이터 최적교육방법론으로 선택한 산업연계형 

PBL(IC-PBL)을 기반으로 한 산업·사회 문제 해결 관련 강좌들이 경제금융학과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되어 운영 중이다.

Ÿ IC-PBL 방법론은 기존의 PBL 방법론이 가지는 교육효과 및 산업 연계성을 높여 교육성과를 극대

화하려는 교수법이다. 학습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설계 과정에서부터 실제 기업이나 기관, 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교과과정 속에서 직접 구현하여 공동의 해결책을 삼는 것을 그 목적으

로 한다.

□ 대표 강좌

Ÿ 경제금융학과 교육과정은 실증분석을 활용하여 소비자 선택, 독과점, 경기변동, 경제성장, 보건, 재

정, 노동, 금융시장, 국제무역 등 관련 주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순수 이론과목을 제외하고는 모

두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을 띤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Songman 

Kang(강성만) 교수의 “실증방법분석론과 응용”, 이영 교수의 “경제분석실무 -공공경제”, 이정

환 교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및 금융문제 분석”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보고서의 형태로 최종 결과물을 산출하는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Ÿ 실증방법분석론과 응용

- (운영방식과 특성) 현실 사회 경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 수집 과정과  엄밀한  사

회경제 분석 방법론 학습 및 그 실습을 강조하는 교과과정이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경제 

분석에 기본이 되는 통계분석 기법들을 학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 결과를 재현하고, 열과 행으로 이루어진 정형 데이터 텍스트, 공간 정보 등으로 이루어

진 비정형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분석 실습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지식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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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별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분석한다.

- (대표 성과물) “자녀장려금이 출산 및 양육정책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국가 장학금이 소득분

위별 학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출산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Ÿ 경제분석실무 – 공공경제

- (운영방식과 특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협력기관으로 하는 IC-PBL 교과목으로, ① 경제학 연구

의 통계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STATA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3주간 집중 학습하고, ② 5주간 

담당 교수가 집필한 여러 논문의 연구방법론, 통계프로그램, 데이터를 이용해 STATA 사용법을 

훈련하여, ③ 8주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학생

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사와 1:1로 매칭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본 과목은 2020년 현재

까지 총 다섯 차례 개설되었고, 다수의 수강생들이 이 과목에서 시작한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

하고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연구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이 과목은 MOU 기반 현장통합형 IC-PBL 교과목의 벤치마크가 되는 교육 모형으

로, MOU 협약을 맺은 기관에 학생들을 직접 인턴 및 연구원 형식으로 파견함으로써 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력과 빅데이터 관련 분석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수업모형이다.

- (대표 성과물) “일자리안정자금의 효과 분석”, “GIS 정도를 활용하여 지역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분석”, “국가 장학금 제도가 학생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진: 경제분석실무 수강학생들과        <사진: 경제분석실무 수강학생들에 대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님과의 매칭회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님과의 평가서> 

Ÿ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및 금융문제 분석

- (운영방식과 특성) IC-PBL 교과목으로, 빅데이터 자료수집 방법론 학습 후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사회 및 산업 현장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해결책 도출을 시도하는 과목이다. 다양한 반정형 데

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HTML에 기반한 텍스트 마이닝과 오픈 API 사용법

을 중심으로 교과 수행이 이루어진다. 이후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개별 프로젝트

를 PBL 형식으로 구성하여 해당 주제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결과물뿐 아니라 

해결 방법론을 찾아가는 과정 및 관련 빅데이터 확보 과정 역시 평가 대상이 된다. 학생들은 교

수, 다른 학생들과의 공동연구 및 피드백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여 제출한다. 이 과목은 

빅데이터 자료 수집 방법론 기반 IC-PBL 교과목의 벤치마크가 되는 교과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 중 반정형 데이터(Schema, Meta Data) 자료획득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반정형 

데이터 활용을 통한 보고서 작성을 의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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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성과물) “서울시 공공자전거 프로그램 ‘따릉이’수요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내 총생산의 예측”, “CCTV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지역별 범죄율 예측”

Ÿ 기타 과목

- 위 과목들 외에도 최자원/윤정모 교수의 “응용계량경제학”은 경제정책과 프로그램의 인과효과

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교육하고 있으며, 윤정모 교수의 “패널데이터 분석”, 전영준 교수의 

“재정이론”, 문춘걸 교수의 “계량경제이론”은 노동·경제 패널 데이터 및 시계열 데이터 활

용법을 가르친다.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수업 외에도 노동관련 실증데이터 분석과목인 “노동경

제론”, 자산가격에 대한 실증분석을 다루는 “경제금융시계열분석” 등의 과목에서도 데이터 분

석을 통해 다양한 산업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교과과정 운영

Ÿ 경제금융학과 산업연계교육자문위원회의(IAB)는 기업, 협회, 연구소 인력으로 구성된 대학원 및 학

부 교육과정 자문위원회로, IC-PBL 교과목을 포함한 모든 교과목 운영에 대한 산업연관성 부분을 

평가한다. 이러한 외부기관의 산업연관성 관련 평가를 교과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2. 산업·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 개요

Ÿ 대학원생의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도를 증진시키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분석 

과정을 교과과정과 융합하기 위해, 본 교육연구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중

심으로 산업·사회 문제 해결 관련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 (IC-PBL 교과과정의 확대) 기존의 MOU 기반 현장 통합형 및 자료수집 방법론 기반 IC-PB 과목

을 확대하고, 신유형의 IC-PBL 교육모형을 개발하여 산업연관성이 높은 교과과정을 확충한다.

-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운영) 학부 특성화사업인 CK-II “금융퀀트빅데이터 사업”과 한양대학교 

IAB를 통해 구성된 기업 및 산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여름 인턴십 등을 통해 대학원생의 현장 

실습의 기회를 늘리고 현장기반 창업 캡스톤 프로그램을 통한 취창업 현장실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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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터 및 티칭 제도) 학부 및 대학원 PBL 교과목에 훈련된 대학원생들을 튜터로 투입함으로써 

IC-PBL 과목의 교육성과를 증진시키며, 대학원생의 다양한 산업 및 사회 관련 문제 해결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한다. 또한 학부-PBL 프로그램에 대해 대학원생이 1~2주간 강의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산업문제 해결을 위한 팀리더로서의 역량을 육성한다.

□ IC-PBL 교육의 확대

Ÿ (현장융합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운영한  MOU 기반 IC-PBL 교육 프로그램

을 다른 MOU 기관인 보험개발원, IBK 기업은행 연구원, SK 텔레콤 등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확대

를 통해 기존 공공영역에 한정된 현장 학습 기회를 민간연구원 및 민간기관으로 확대하여 산업 빅

데이터 실무에 대한 학생들의 역량을 증진한다.

Ÿ (자료수집 방법론 기반 프로그램의 확대) 기존의 반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IC-PBL 과목을 벤치마크

로 하여 프로세싱 과정이 복잡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 

자료 수집 및 처리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교과목으로 확장·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

과 같은 SNS상의 이미지 데이터나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의 영상 및 음성 데이터를 다루는 IC-PBL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Ÿ (머신러닝 기반 교육 프로그램 도입) 비정형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료분석 및 통계분

석기법 이외에도 머신러닝 및 AI 관련 데이터 처리 역량이 필수적이다. 경제금융학과 소속으로 머

신러닝 이론의 세계적 전문가인 조인구 교수와 교육연구팀 교수가 팀티칭을 기반으로 한 옴니버스

형 IC-PBL 강좌를 개설하여, 구성원 간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상호작용 및 그러한 상호작용에 따

른 균형의 사회적 함의를 분석하는 머신러닝 특화 IC-PBL 교과과목을 개설한다.

Ÿ (빅데이터 계량경제 프로그램 도입) University of St. Gallen의 Swiss Institute of Empirical 

Research가 주도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과관계 빅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출판을 벤치마킹하여,  

사회적 인과관계를 식별하고 그 함의를 분석할 수 있는 최신 빅데이터 기법을 학습하는 교과과정

을 개설한다. 이는 학습과 그에 따른 예측의 정확성에 중심을 둔 기존의 빅데이터 방법론/머신러닝 

기법과는 차별화된 과목이다. 이를 통해 정책효과 등 엄밀한 인과관계 분석이 필요한 다양한 사회

경제 현상을 탐구한다.

□ 현장 실습 프로그램

Ÿ 본 교육연구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험개발원, IBK 기업은행 연구원 등 다양한 산업경제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현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또한 CK-II “금융퀀트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명 이상의 관련 전문인력을 현장실습에 파견한 경험이 있으며, 다

양한 산업체의 성원으로 구성된 한양대학교 IAB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Ÿ (IC-PBL 교육 연장을 통한 인턴십 확보)  MOU 기반 IC-PBL 교육프로그램에 인턴십 및 실습기간 

연장을 추가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실습기간 연장이나 방학 중 인턴십을 기반으로 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Ÿ (현장실습 기회 확보) CK-II 현장실습 파견 경험과 한양대학교 IAB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방학 중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

의 산업문제 해결에 관한 실무 경험을 확보하게 함과 동시에 취업 기회를 증진시킨다.

Ÿ (창업캡스톤 프로그램 운영) 한양대학교 글로벌 기업가 센터와 공동으로 사회경제 분야 창업사례를 

모티베이션으로 창업 관련 캡스톤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이러한 캡스톤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산업 문제를 창업과 직접 연관 지을 수 있는 관점과 경험을 확보하게 된

다. 또한 빅데이터 관련 분야 이외의 창업 관련 필수역량을 습득하여, 새로운 빅데이터 분석의 활

용도를 찾아 스타트업 생태계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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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글로벌 스타트업 캠프 참여 지원) 글로벌 스타트업 산업의 환경을 이해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

는 빅데이터 관련 창업 인력 양성을 위해 London Business School에서 운영하는 Entrepreneurship 

Summer School과 같은 각종 Global Entrepreneurship Bootcamp에 대학원생의 참여를 지원한다.

□ 튜터·티칭 제도 도입 

Ÿ 교육연구팀 참여 대학원생은 학부 및 대학원 IC-PBL 교과목에서 튜터의 역할을 수행한다. 본 교육

연구팀은 Duke University의 The Rhodes Information Initiative 교과과정을 벤치마킹하여 대학원 수

준뿐 아니라 학부 수준에서도 옴니버스 강좌 형식의 IC-PBL 교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며, 참여 대학

원생들은 이러한 대학원·학부 IC-PBL 강좌의 튜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튜터 티칭 제도의 기대 효과>

- (튜터의 역할) 빅데이터 교육에서 자료수집·처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튜터는 

IC-PBL 교육의 교육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특히 IC-PBL 교과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제공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팀 규모가 크

고 학습내용이 방대하거나 전문적일 경우, 대학원생이 튜터로서 교수자를 돕거나 직접 교수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기대 효과) 대학원생 튜터제도의 도입은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모형”의 중심이 되는 

IC-PBL 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다양한 현실 산업 및 사

회 문제를 수강생들과 공통으로 분석하고 빅데이터 자료 획득 및 분석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현실 

사회문제 분석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자연히 참여학생의 졸업논문 작성에도 직간

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 본 교육연구팀에서는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학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

에 대해 빅데이터 기법 응용 중심의 옴니버스형 IC-PBL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Harvard University의 Raj Chetty 교수의 학부 강의인 “Using Big Data to Solv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를 벤치마킹하여 교육, 보건, 환경, 조세, 경제성장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경

제 문제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Ÿ 티칭 제도: 교육연구팀  참여 대학원생들은 튜터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학부 IC-PBL 

빅데이터 교과목에서 1~2강 정도 실제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기대 효과) 참여 학생은 사회경제 분야 관련 주제에 대해 분석을 수행한 후 관련 주제에 대한 

PBL 형식의 강의를 진행한다. 이는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보조자의 성격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

과 비교해 연구 독립성이 한층 높아짐을 의미한다. 참여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문제 해결을 통해 지식의 전달자와 연구 책임자로서의 역량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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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1 최근 3년간 대학원생 인력 확보 및 배출 실적

<표 2-1>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실적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계

확보

(재학생)

2017년 11.50 10.00 1.50 23.00

2018년 11.00 12.00 3.00 26.00

2019년 15.00 18.00 4.00 37.00

계 37.50 40.00 8.50 86.00

배출

(졸업생)

2017년 6 0 6

2018년 8 3 11

2019년 3 2 5

계 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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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2.2 교육연구팀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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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연구팀은 ① 대학원 홍보 및 정보제공(대학원 fair 개최, 커리어개발 강좌, 선배와의 대화, 

온라인 홍보 및 오프라인 면담 주선), ② 교육 및 연구 참여를 통한 대학원 진학 유도(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생 연구 참여 기회 제공, 학부생 인턴쉽 제도), ③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해외 

센터 이용, 현지 방문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한다.

□ 본 교육연구팀은 연구 관련 지원(II-32.에서 후술) 외에 ① 대학원생 장학금 및 기타 재정적 지원, 

② 티칭 펠로우(Teaching Fellow) 제도 도입, ③ 대학원생 전용 연구실 확대 제공, ④ 현장실습 기

회 제공, ⑤ 외국인 대학원생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우수 대학원생을 확보하고 지원할 것이다.

1. 우수 대학원 지원자 확보 전략

□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대학원 홍보와 정보제공

Ÿ 대학원 fair 개최: 현재 매 학기 정기적으로 대학원 fair를 개최하고 있다. 대학원 fair는 각 학과마

다 부스를 설치하고 교수들이 학생들과 대학원 진학에 관하여 1:1로 상담함으로써 대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원 fair는 경제금융학과 학

생뿐 아니라 본교의 타전공 학생들 및 타교 학생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대학원 fair를 통

해 학생들은 대학원 교과과정, 장학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뿐 아니라 세부 전공에 대한 심

도 있는 질의응답의 기회를 가진다. 2018년 총 12명이 경제대학원 부스에서 진학상담을 했고, 2019

년에도 총 12명이 상담했다. 본 교육연구팀에서는 참여교수 전원이 대학원 fair에서 학생들과 심층

면담에 참여함으로 우수학생들을 확보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대학원 fair에서 경제금융학과 대학

원의 금융, 퀀트, 공공 Lab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교수 및 대학원생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대

학원 fair 및 Lab 투어는 우수 대학원생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Ÿ 학부 커리어개발 수업을 활용한 대학원 진학 유도: 한양대학교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개발1 수업을,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커리어개발2 수업을 소규모 토론수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

다. 커리어개발1 수업은 신입생에게 대학생활 및 경제학 공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향후 대학원 진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커리어개발2에서는 교수가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커리어개발2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경제금융대학 학

장과 교육연구팀장이 본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장래비전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학원 진학이 좋은 커리어 선택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Ÿ 선배와의 대화와 교류: 교육연구팀 참여 대학원생이 대학원-학부 교과과정 연계를 통해 개설된 

IC-PBL 강좌에서 튜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부생과 대학원생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

한 교류는 경제금융관에 조성된 스마트 스페이스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대학원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학부생에게 대학원 진학과 졸업 후의 경력개발에 대한 대화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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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대학원생 및 졸업생과의 대화 및 교류는 대학원 진학을 선택할 경우 학부생들이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해 줄 것이다.

Ÿ 본 교육연구팀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교육과정, 연구활동,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혜택과 졸업후 

커리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교육연구팀 참여 희망자에 대해 교수들의 on-line 및 

off-line 형태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것이다. 

□ 교육 및 연구 참여를 통한 대학원 진학 유도

Ÿ 학석사 연계과정: 본 과정은 본교 학부생들이 기본적인 대학원 과목을 수강하고 단기간에 석사과

정을 마칠 수 있는 제도이다. 학부생들이 학석사 연계과정에 지원하면 학부 고학년부터 자연스럽

게 대학원 수업과 연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교육연구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동시에 박사과정 

진학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 학석사 연계과정의 활성화는 우수 대학원생에 기여할 것이다.

Ÿ 학부생 연구 참여기회 제공: 본 교육연구팀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학부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학원 진학을 유도한다. 학부생들은 기초자료 정리 등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제 연구과정을 경험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

구 참여는 대학원 진학과 본 교육연구팀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Ÿ 학부생 인턴십 제도: 한양대학교는 학부생이 한 학기 인턴으로 일하면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하는 

HY-WEB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1학기에 23명, 2학기에 24명의 학부생이 이 프로그

램에 참여하였다. 본 교육연구팀은 IC-PBL 수업과 기타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학부생들에게 인턴

십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현장실습 기회 제공과 대학원 진학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Ÿ 영문 및 중문 홈페이지 제공: 홈페이지에 영어 및 중국어로 교육연구팀에 참여할 경우의 혜택과 

장기비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한양대학교는 중국 상하이에 중국유학생 센터(이하, 상

하이 센터)를 운영하여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모집과 졸업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 센터

를 이용하여 교육연구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 중국인 유학생을 선발한다. 

Ÿ 외국 현지 방문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와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 2019년 10월에 경제금융대학 

학장과 교수 2인이 상하이 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에서 확보한 대학원 진학 희망자의 자료를 검토

하였다. 또한 상하이와 우한에서 현지 본교 졸업생들과 모임을 갖고 한양대에서의 경험과 건의 사

항을 경청하고, 중국 내 동문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연락망 확보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현지 

네트워크 강화는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유치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참여 대학원생 지원 계획 

  (※ 대학원생 연구 관련 지원 계획은 II - 3.2의 “대학원생 연구수월성 증진계획”에서 상술하고 여기

에서는 기타 지원 계획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 대학원생 장학금 및 재정적 지원 

Ÿ BK21 사업예산에 의한 지원 외에 참여 대학원생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1학기에 총 22명, 2학기

에 총 29명의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의 62%에 해당하는 평균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이러

한 기존 장학금에 더해 참여 대학원생은 실질적으로 전액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Ÿ 교육연구팀 참여 대학원생은 매 학기 학부 중간 및 기말고사의 시험감독을 수행하고 경제금융학과 

자체예산으로 감독수당을 지급한다. 감독수당은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높게 책정하여 실질적인 대

학원생 지원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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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참여 대학원생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및 여비, 논문투고료 및 게재료를 전액 지원하고 영문논

문의 경우 영문교열비용도 지원한다. 현재 5명에 한해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논문게재료 지원

을 참여 대학원생 전원을 대상으로 전액지원으로 확대한다. 

□ Teaching Fellow 제도의 활용

Ÿ 2019년 도입된 Teaching Fellow 제도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과정생이 지도교수가 담당

하는 학부 과목을 4주간 직접 강의하는 제도이다. 선발된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단순한 수업조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강의내용을 직접 설계·준비하며 동 강의와 관련된 시험문제도 직접 출제하고 

채점하게 된다. Teaching Fellow에게는 4주간 강의에 해당하는 강의료가 대학 예산으로 지원된다.

Ÿ 본 교육연구팀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강의를 책임있게 담당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뿐 아니라 교육의 경험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한다.

□ 대학원생 전용 연구실 확대 제공

Ÿ 본 교육연구팀이 위치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관은 경제금융학과만을 위한 전용 건물이므로 

대학원생을 위한 충분한 연구실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금융, 퀀트, 공공의 3개 Lab과 2개의 

일반 대학원생 연구실을 운영하여 모든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개인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Ÿ 교육연구팀은 현재의 대학원생 연구공간을 확대 개편하여 교육연구팀 소속 대학원생을 위한 전용 

연구실 3-4개를 확보하여 대학원생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대

학원생 연구실에 필요한 가구 및 비품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원생을 위한 전용 사물함을 설치한다.

Ÿ 특히 knowledge studio(경제금융관 402호, 아래 사진 참조)를 대학원생과 교수 간의 교류, 대학원생

들의 협업, 대학원생 세미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튜터링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 

□  외국인 대학원생 지원

Ÿ 외국인 대학원생의 국내적응을 돕기 위하여 대학원생 자치기구인 원우회 및 학기 초 진행되는‘원

우한마당’을 통해 내국인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Ÿ 현재 원우회 부대표를 외국인 대학원생으로 선출하고 대학예산으로 리더십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

는데, 향후 원우회 부대표의 자격을 교육연구팀 참여 외국인 대학원생으로 한다.

□ 현장실습 기회 제공

Ÿ 본 교육연구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참여 대학원생에게 빅데이터 전문 분석가로서 현장실습을 통

해 다양한 사회경제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규 교육과정

상의 IC-PBL 수업을 통한 현장실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인턴의 기회를 최대

한 확대하며, 이때 대학원생의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대 등의 비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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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학원생의 취(창)업 현황

① 취(창)업률 및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표 2-2> 2019.2/2019.8 졸업한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취(창)업률 실적

                                                                                 (단위: 명, %)

구분

졸업 및 취(창)업현황

취(창)업률

(%)

(D/C)×100졸업자

(G)

비취업자(B) 취(창)업대

상자

(C=G-B)

취(창)업자

(D)
진학자

입대자

국내 국외

2019년 2월

졸업자

석사 2 0 1 0 1.0000 1

100.0000%

박사 0 0 0.0000 0

2019년 8월

졸업자

석사 1 0 0 0 1.0000 1

100.0000%

박사 2 0 2.0000 2

계

석사 3 0 1 0 2.0000 2 100.0000%

2 0 2.0000 2 100.0000%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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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학원생의 취(창)업 현황

① 취(창)업률 및 취(창)업의 질적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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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진 위맥공제보험 연구소 수석연구원 지도교수 문춘걸 년 월 박사 졸업(Simon Re- ; : , 2019 8 )

 김효진 박사는 졸업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년 제 차 / 2014 4

및 년 제 차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체 정신적 건강 근로환경 개인특성 직장2017 5 · , , , 「 」

특성 등이 취업자의 일과 삶의 균형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김효진 박사의 전문 분야(WLB) . 

는 보건경제학 노동경제학 계량경제학이다, , .

 김효진 박사는 학위 취득 후 위맥공제보험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취업하였다Simon Re- . 

는 보험 및 재보험중개회사로 일본과 말레이시아에 중점을 두고 글로벌 재보험시장에서 Simon-Re

전문적인 재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공제 재보험 및 단기소액보험을 특화하여 종, (mutual-aid) 

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김효진 박사는 위맥공제보험연구소에서 공제 및 보험에 관련된 제반 연구업무를 진행하고 공제기

관과 보험회사의 법률적 검토 시장환경 산업환경에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보험, , . , 

에 비해 공제에서 취약한 위험분산을 위해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관련 연구 요율제반 업무 지급( , 

준비금 등 를 수행하고 있다) . 

 김효진 박사의 주요 업무는 본인의 전공인 계량경제학을 살려 공제와 보험의 내부 데이터를 이용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 박선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분석관보 지도교수 문춘걸 년 월 박사 ( ; : , 2019 8

졸업)

 박선아 박사는 졸업논문에서 한국의료패널 제 차 년 년 를 사용하여 외래 수납금액 입4~8 (2011 ~2015 ) , 

원 수납금액 외래 방문 횟수 입원 방문 횟수 입원 일수 응급 방문 횟수에 대하여 표본선택과 영, , , , 

과잉을 고려한 패널 회귀모형을  실증분석한 후 고령인구와 여타 연령대 인구 간의 진료비 지출, 

과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의 차이와 이 차이가 함의하는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의료정책에 대한 제

언을 도출하였다 박선아 박사의 전문분야는 보건경제학 의료정책 계량경제학이다. , , .

 박선아 박사는 학위 취득 후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에서 경제분석관보로 취업

하여 일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국가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가의 예산결산 기금 . ,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연구분석 및 평가를 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문 연구 기관이다.

 박선아 박사가 일하고 있는 경제분석국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분석하여 향후 경제를 전망하고 정책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구조와 인구동향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 

연구를 수행한다.

 박선아 박사는 거시경제분석과에서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거시경제 분석기법의 분, 

석 연구 모형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에서 배우고 쌓은 경제학 이, , 

론 자료 분석 기법 연구 능력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 .

□ 기몽 중국 정규직 사원 지도교수 이정환 년 월 석사 졸업( ; : , 2019 8 )仲利国际租赁有限公司

 기몽 석사는 유동성을 고려한 중국 주식시장 주 주식의 수익률 분석 수정된 요" A : Fama-French 3 

인 모형으로 라는 제목의 졸업논문에서 미국 등 성숙한 증시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 Fama French –

요인 모형이 중국에서 기대수익률 예측에 대한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기존 3 Fama-French 

모형과 모형에 유동성 요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기몽 석사는 증권시장 및 자산Fama-French . 

가격 결정을 전공하였다.

 기몽 석사는 학위 취득 후 상하이에 위치한 (Chailease International Finance 仲利国际租赁有限公司
에 취업하였다 이 회사는 대만에 위치한 의 자회사로 Corporation, CIFC) . Chailease Holdi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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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리스 자산 매각와 직접 파이낸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대만에서 시장점유율이 를 , . 40%

넘는 중국의 대표적인 리스금융회사이며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대만과 중국 전역에서 리스금융서

비스를 하고 있다 만 개 이상의 회사가 고객이며 년부터 총 억 위안 약 조 천억 원 이 . 2 2005 600 ( 10 5 )

넘는 리스사업을 진행하였다. 

 자산리스 및 관련 요율 결정은 자산가격 결정 모형의 활용을 통해 리스크와 현금흐름을 추가적으

로 분석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기몽 석사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에서 본인이 전공한 증권시장 , 

및 재무 분야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 이유지 우리은행 정규직 사원 지도교수 이정환 년 월 석사 졸업( ; : , 2019 2 ) 

 이유지 석사는 한국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졸업논문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 논문을 년 국제2018

경제학회에서 발표하는 등 높은 학술적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은행 공개채용에 합격하여 현재 우리은행 정규직원으로 근무

하고 있다 경제금융학과를 통해 우수한 연구 실적과 그를 바탕으로 한 국내 금융 기관 취업의  .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경제금융학과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 이준원 통계학과 대학원 재학 중 지도교수 윤정모 년 월 석사 졸업(University of Minnesota , : , 2019 2 )

 이준원 석사는 근로장려금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석사논문으로 제출하였다 논. 

문에서는 먼저 기존 연구의  표본에 근로장려금 수급여부나 자격에 대한 오류가 많을 가능성과 균

형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성향점수매칭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졸업 후 학업을 계속하고자 미국의 통계학 대학원 과정에 지원 합격하여 University of Minnesota , 

현재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통계학과는 미국의 공신력 있는 년의 . University of Minnesota 2018 US 

순위에서 통계학 대학원 프로그램 중 위에 오른 명문 학과이다News and World Report 24 .

 이준원 석사는 이 프로그램에서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에서 배운 경제학 이론 계량경제학 자료, , 

분석 기법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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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자의 대표적 취(창)업 사례 (최근 10년)

<표 2-3> 최근 10년간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졸업생 대표적 취(창)업 사례

연

번

성명 졸업연월

수여

학위

(박사/석사)

학위취득 시

학과(부)명

재학 시

BK21사업 참여

여부 (Y/N)

최종학위

(박사/석사) 및

수여 대학/학과

현 직장 및

 직위

대표 취(창)업 사례의 우수성

1

넬슨 리자도 박사는 온두라스 국적으로서 한국 기업의 장학생으로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그의 논문은 기

존 연구가 되어 있지 않던 온두라스의 환율 정책에 관한 것이었으며, 세 편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넬슨 리

자도 박사는  온두라스의 유명 사립대  UNITEC에 연구원으로 부임하였다. 그는 학사·석사·박사 과정 모두

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박사과정에 대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여 교육과정을 수립중이

다.

2

박선아 2019.8 박사 경제금융학과 N 동일
  국회예산정책

처 경제분석관보

박선아 박사는 국회의 전문연구기관인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에서 경제분석관보로 취업

하였다. 경제분석국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분석하여 향후 경제를 전망하고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

구조와 인구동향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박선아 박사는 거시

경제분석과에서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거시경제 분석기법의 분석, 연구, 모형 개발 등의 업

무를 담당한다.

3

박진백 2014.8 박사 경제금융학과 N 동일

한국감정원 시장

분석연구실 책임

연구원

박진백 박사는 재정학, 계량경제학을 전공하여 가계대출, 주택 가격, 법인세 정책, 재정 건전화 등에 대한

논문을 쓰고 졸업 후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취업하였다. 박진백 박사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을 전망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종합부동산세, 민간임대주택제도, 분양가상한제, 유동성규제, 전매규제

등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정책 결정에 참여하여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였고, 그 공로로 국

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4

안인숙 2018.2 석사 경제금융학과 N 동일

General

Electric

(China) Co.

LTD., Shanghai

Office 영업전략

분석관

안인숙 석사는 중국 국적 학생으로 한국제조업 기업의 자본구조 안전성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여 졸업하였다

. 졸업 후 하나은행에 입사하였고 2019년 9월 글로벌 기업 GE의 중국지사로 이직하였으며, 현재 영업전략

분석관(analyst)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제금융학과를 통해 한국기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취업 후

중국 내 글로벌 기업에 취업까지 이룬 졸업생 취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경제금융학과 교육 시스템

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5

이유지 2019.2 석사 경제금융학과 N 동일 우리은행 행원

이유지 석사는 한국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을 졸업논문 주제로 선정하였으며 이 연구논문을 2018년 국제경제

학회에서 발표하는 등 높은 학술적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은행 공개채용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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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자의 대표적 취(창)업 사례 (최근 10년)

<표 2-3> 최근 10년간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졸업생 대표적 취(창)업 사례

연

번

성명 졸업연월

수여

학위

(박사/석사)

학위취득 시

학과(부)명

재학 시

BK21사업 참여

여부 (Y/N)

최종학위

(박사/석사) 및

수여 대학/학과

현 직장 및

 직위

대표 취(창)업 사례의 우수성

격하여 현재 우리은행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제금융학과에서 보인 우수한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국

내 금융기관에 취업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경제금융학과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6

임수환 2018.2 석사 경제금융학과 N 동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

임수환 석사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개인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논문준비

과정을 통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고용조사, 사회조사, 사망원인통계 데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빅데

이터 통계분석 경험을 쌓았으며, 이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연구원에 입사하였다. 현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평

가센터에서 수행기관 성과분석 및 정책평가 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전문성

을 한층 더 키워가고 있다.

7

최재우 2017.2 석사 경제금융학과 N 동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원

최재우 석사는 최초 노동시장 진입 시의 경제 상황이 대졸 남자의 노동시장 성과 및 가족 형성 결과에 미치

는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1~17차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989~2012년 기간 동안 대학

을 졸업한 코호트들을 추적하여 비교하였고, 이중차분법과 도구변수추정법을 사용하여 인과관계 분석을 수

행하였다. 많은 변수와 복잡한 구조를 가진 자료를 다루고 엄밀한 분석을 수행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국내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취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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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졸업생 수

석사 47

7

박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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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연구역량

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① 대학원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2-4> 최근3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

연번

최종

학위

(박사

/석사)

졸업생

성명

세부

전공

분야

졸업

연월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1 박사 나원희

재정학,

교육경제

학

2018.2 저널논문

나원희

4년제 대학 장학금 수혜자의 초기 노동시장 성

과분석

교육학연구

55(4), 91-120

2017

2 석사 임수환 노동경제 2018.2 저널논문

Songman Kang, Soo Hwan Lim

Relative Income, Suicidal Ideation, and Life

Satisfac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60(1), 107-1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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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연구역량

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① 대학원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2-4> 최근3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

연번

최종

학위

(박사

/석사)

졸업생

성명

세부

전공

분야

졸업

연월
실적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3 박사 김효진

가족경제

학, 노동

경제학,

복지경제

학

2019.8 저널논문

김효진, 문춘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실증분석: 제4차 및 제

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의 활용

사회보장연구

35(2), 167-206

2019

최근 3년간 졸업생 수

석사 17

3

박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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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연구역량

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대학원생(졸업생)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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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원희 졸업생(박사, 2018.2)(저널 논문, “4년제 대학 장학금 수혜자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분석”) 

□ 이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1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최초 직장 결정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Ÿ 장학금 수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배양하고 이에 따라 급여가 높고 안정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정책목표의 

달성여부에 대한 검증을 GOMS를 이용하여 분석한  최초의 논문이다.

□ 이 논문은 국가 장학금 수혜가 해당 학생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해당 학생의 구직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라 취업성과에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Ÿ 전반적으로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최초 직장의 연봉이 비수혜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

지만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공공기관 취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Ÿ 소득계층별로 보면 최저 소득분위의 경우 평균연봉이 낮으나 여타 소득계층은 비수혜자에 비하여 

평균 비용이 높게 나타나, 가구소득이 낮아서 급여나 자신의 선호와 상관없이 성급하게 취업하여

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에 속한 학생의 경우 장학금 수혜가 직장선택에 도움을 주

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처한 고등교육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를 다룬 논문으로서 학술적인 면에서나 

정책적 시사점 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우수한 논문이다.

Ÿ 이 논문이 제시한 분석결과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장학금 제도의 성과분석과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Ÿ 이러한 학술적 기여와 정책적 시사점을 인정받아 이 논문은 교육학계에서 최고의 권위가 인정되는 

「교육학연구」의 2017년 12월호에 게재되었다.

2. 임수환 졸업생(석사, 2018.2) (저널 논문, “Relative Income, Suicidal Ideation, and Life Satisfac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 자산의 소득과 타인의 소득과의 상대적 수준이 개인의 행복감과 자살충동(suicidal ideation)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인 논문으로, 경제학의 전통적인 이론인 상대소득가설을 자살과 같은 사회문제에 

적용한 점에서 독창성이 돋보이는 논문이다.

Ÿ 한국복지패널조사(Korea Welfare Panel Study)의 8000여 명의 조사 참여자로부터 얻은 5년간의 관

측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성별, 연령대, 출신지역, 교육수준을 가진 또래그룹의 소득이 높아질수

록 본인의 행복감은 크게 감소하며 자살 충동을 경험하는 확률도 증가하는 점을 발견했다.

□ 자살의 경제적 요인과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개인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

는 본 논문은 사회적 시의성이 매우 높은 연구이다.

Ÿ 최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바 있으며 국내의 

자살률은 십여 년 이상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Ÿ 이러한 사회 문제를 개인의 효용이 본인의 소득수준뿐 아니라 타인의 소득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다

는 상대소득가설을 이용하여 자살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양자의 인과관계를 설득

력 있게 설명하였다.

□ 이 연구는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상대적 소득이 개인의 효용과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으로써 기존의 상대소득가설 관련 학술적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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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 점을 인정받아 국제저명학술지(SSCI)인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의 2019년 6월호에 게

재되었다.

3. 김효진 졸업생(박사, 2019.8) (저널 논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실증분석: 제4차 및 제5차 근로환

경조사 자료의 활용”)

□ 이 논문은 일상에서의 총체적인 복지 성취에 해당하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제학 연

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WLB)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

하였다.

Ÿ 이 논문은 2014년 4차 「근로환경조사」의 35,856개 표본, 2017년 5차 「근로환경조사」의 47,462

개 표본으로 구성된 방대한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통계학적 속성을 반영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 WLB 실현을 위해 유연근무제, 가족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

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사항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논문이다.

Ÿ WLB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과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사업자 간 WLB 결정요인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Ÿ 또한 우리나라의 취업자들이 유연근무제와 같은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하는 데 제약으

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해당 제도의 수혜자가 능동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활

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혹은 해당 제도를 수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조직이 그를 

약화·무력화시키는 대응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따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

다.

□ 이 논문은 엄밀한 통계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WLB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기여도가 

인정된다.

Ÿ 기존 연구에서 WLB 변수가 다항변수라는 통계학적 속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순한 선형회귀모형

을 추정하거나 이항적 로짓모형을 이용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 임금근로자 표본, 자영

업자/사업주 표본을 대상으로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추정하였으며, Optimal 

Minimum Distance(OMD) 추정법에 기반하여 임금근로자의 WLB 결정 모형과 자영업자/사업주의 

WLB 결정 모형이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였다.

Ÿ WLB 친화적인 환경을 규명하여 제도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 점도 이 논

문의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Ÿ 학술적인 면과 정책적인 면에서 이러한 기여가 인정되어 이 논문은 「사회보장연구」2019년 35권 

2호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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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학원생(졸업생) 연구업적물의 우수성 (별도 제출/ 평가)

<표 2-5> 최근 3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졸업생) 연구업적물 환산 편수

구분

실적

전체기간 실적2017년 2/8월

졸업생

2018년 2/8월

졸업생

2019년 2/8월

졸업생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0.0000 0.0000 0.0000 0.0000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1.5000 1.5000 0.0000 3.0000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0.0000 0.0000 0.0000 0.0000

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0.0000 0.0000 0.0000 0.0000

외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0.0000 0.0000 0.0000 0.0000

저서 또는 논문 총

환산편수
1.5000 3.5000 1.0000 6.0000

평가대상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
0.4285

지도학생 최근 3년간

환산졸업생 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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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1> 최근 3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졸업생) 디자인영상 분야 창작물(전시회/공모전/ 영화제)

           출품 실적

구분

최근 3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7년 2/8일

졸업생

2018년 2/8일

졸업생

2019년 2/8일

졸업생

전시회 창작

환산편수

국제 0 0 0 0

국내 0 0 0 0

공모전(입상) 창작

 환산편수

국제 0 0 0 0

국내 0 0 0 0

영화제 창작

촨산편수

국제 0 0 0 0

국내 0 0 0 0

총 창작실적 환산편수 0 0 0 0

평가대상 1인당 창작

 환산편수
0.00

지도학생 최근 3년간

환산졸업생 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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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표 2-6>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발표실적

연번
최종학위

(박사/석사)

졸업생

성명

졸업

연월

발표

형식(구

두,

포스터)

학술대회 발표실적 상세내용

1 박사 나원희 2018.2 구두

나원희

OECD 국가의 교육비 지출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

2019년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9년, 제주시, 한국

2 박사 안우진 2018.8 구두

안우진, 전영준

경기중립적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정부재정 유지가능성 및 세대간 불균

형 평가

2018년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년, 양양시, 한국

3 석사 이유지 2019.2 구두

이유지

조세 회피 성향이 기업의 현금 보유 수준에 미치는 영향

2018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2018년, 서울시, 한국

최근 3년간 졸업생 수

석사 17

3

박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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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대학원생(졸업생) 학술대회 대표실적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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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원희 졸업생(박사, 2018.2.)

발표 논문: “OECD 국가의 교육비 지출에 따른 소득분배 효과”

이 논문은 Standardized 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 자료와 Education at a Glance 자

료를 포함하여 각종 국가별 자료를 통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비 지출이 소득분배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및 민간의 

교육비 지출은 소득분배를 호전시키는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지출은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방식에 따라 소득분배 효과가 상이하다는 사

실도 발견하였다. 즉 정부가 교육기관에 지원할 경우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반면,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금의 증가는 소득분배를 호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교육관련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룬 논문으로서 학술적인 면에

서나 정책적 시사점 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우수하다. 우선 이 논문은 흩어져 있는 자료

를 집대성함으로써 관련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이 논문이 제시한 분석결과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

라 향후 각급학교와 학생에 대한 지원정책 개편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면에서도 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공공경제학 분야의 대표 학회인 한국재정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우수 학술지에 게재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안우진 졸업생(박사, 2018.8.)

발표 논문 : “경기중립적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정부재정 유지가능성 및 세대간 불균형 평가

이 논문은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정부재정의 유지가능성과 조세부담의 세대간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세대간 회계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기준연도의 경기상황에 

따라 정부재정의 불건전성과 세대간 불평등 지수에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기준연도가 호경기(불경기)이면 조세수입이 과대(과소)평가되고, 복지지출은 과

소(과대)평가되어 정부재정의 불건정성과 세대간 불평등이 과소(과대)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경기변동에 의한 편의를 제거하여 정부재정에 대한 평가의 신

뢰도를 높였다.

이 연구는 학술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이다. 경기중립적 

세대간 회계 추계 연구 예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연구 과정에서 경기변동을 통제하기 위

해 경기변동관련 거시경제학적 기술과 인구학 관련 기법이 이용되었고, 조세수입과 복지급

여를 변동 요인별로 분해하는 세련된 기법이 이용되었다. 이 논문은 또한 재정정책과 관련

된 자료를 집대성함으로써 관련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이 논문이 제시한 분석결과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세대간 형평성 제고와 관련된 정책 개편과 관련하여 정책적

인 면에서도 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공공경제학 분야의 대표 학회

인 한국재정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으로서 우수 학술지에 게재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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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유지 졸업생(석사, 2019.2.)

발표 논문 : “조세 회피 성향이 기업의 현금 보유 수준에 미치는 영향”

조세 회피 성향이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과세소득을 과소추정하게 함으로써 세

금 절감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조세 회피 행위는 법

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 납세자를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 의해 이용되며, 납

세자들은 경제적 주체로서 합리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방법으로 세금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한

다. 경영자의 이익 증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조세 회피 행위는 매우 유동적이고 경영자

가 전환하기 쉬운 현금의 성격으로 발견될 수 있다. 즉, 유동적이고 전환하기 쉬운 자본인 

현금의 사용과 이전을 통해 기업의 자산을 과소 추정하게 함으로써 조세를 경감하여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조세 회피 행위와 기업의 현금 보유 수준이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적 검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전체 기

업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부(-)의 상관관계가 도출되었고, 유의한 결과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KOSPI)에 상장된 기업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된 기업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분석되어 가설을 기

각하였고,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가 분석되어 가설을 지지하

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시장별로 상이한 조세회피성향과 현금보유와의 관계는 비

교적 자금조달이 용이한 유가증권 시장과 자본조달이 어려운 코스닥 시장의 차이에 따른 현

금 보유정책의 상이성에 입각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금보유정책과 조세회피성향이 다른 기

업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중요성을 가진다. 본 논문은 주제

의 참신성과 분석의 엄밀성, 흥미로운 결과 도출 등을 고려할 때 우수 학술지에 게재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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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원생 연구역량

3.2 대학원생 연구 수월성 증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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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수월성을 통한 연구능력 배양

□ 입학 전 사전 전공교육: 대학원 입학생들의 다양한 배경을 감안하여 입학 전에 사전 전공교육을 실

시한다. 신입생이 학기를 시작하기 직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약 2주에 걸쳐 대학원 수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학, 수학, 컴퓨터 프로그래밍(Stata, R, Python)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이러한 사전교

육은 신입생들이 대학원 과정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

학원생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대학원생들이 학기별로 필요한 성취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수행

함으로써 차질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원생을 위한 가이드북 별첨 참조).

□ 교육과정 개편과 현장실습 확대: 교육연구팀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빅데이터 관련 과목을 증설하고 

IC-PBL 과목을 확대하여 대학과 현장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학원생 연구의 수월성을 제

고한다. 현장실습을 통해 현실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고 외부 전문가의 지도를 연구에 반영

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한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 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수월성이 연구의 수월

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논문지도 효율성 제고

□ 논문지도의 정례화: 교육연구팀 참여 대학원생의 논문지도가 사전에 정해진 시간에 최소한 격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례화한다. 이러한 논문지도는 지도교수 및 지도학생 전원이 참석하는 간이 세

미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대학원생 논문의 제안서(proposal) 단계에서부터 논문이 완성되는 시점까

지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대학원생은 지난 2주간 논문의 진척 내용을 발표하고 교수 및 동료 대학원

생은 발표에 대한 코멘트를 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논문지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만일 연구의 진척이 부진한 대학원생이 발생하면 지

도교수 및 참여교수가 특별 관리하여 중도 포기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외부 전문가와의 교류: 세미나 발표를 위해 경제금융대학을 방문하는 외부 교수 및 방학을 이용하여 

단기 체류하는 해외교수와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연구가 현실성을 띠고 최신 연구동향

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가 외부 전문가와 대학원생 간의 정기적, 비정

기적 교류를 주선함으로써 논문의 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3. 참여 대학원생 간의 경쟁과 협력 강화

□ 성과별 인센티브 제공: 연구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원생 간 경쟁을 유도하고 연

구 수월성을 증진시킨다. 이를 위해 매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연구자상, 우수논문상을 수여한

입학 이전 단계부터 학위취득에 이르기까지 연구 수월성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주기적인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 입학 전 사전 교육, 교과과정 개편 및 현장실습 확대 등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통해 대학원생의 

연구능력 제고 도모

· 논문지도 정례화, 다양한 외부전문가와의 토론 기회를 제공 등으로 논문지도의 효율화 도모

· 연구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참여 대학원생 간 경쟁 촉진, 공동연구 및 타 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증진하여 연구의 수월성 제고

· 세미나와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를 지원하여 연구의 완성도와 국제화 제고

· 대학원생과 교수 간의 오프라인, 온라인 교류 활성화, 교류의 장소로 Knowledge Studio가 마련됨

· 참여 대학원생 전용 연구실을 중심으로 대학원생 간의 경험을 전수하고 논문작성 교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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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대학원생 간에 자발적으로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타 대학과의 교류: 연 1~2회 다른 대학의 동일 전공 대학원생과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대학 간 경쟁

을 유도하고 상호간에 배움을 도모한다. 이러한 대학 간 대학원생 세미나는 미래 학문후속세대 간의 

현재 교류를 활성화할 뿐 아니라 졸업 후에도 공동연구와 학술교류를 증진시킴으로써 학문발전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세미나 및 학술활동 지원 방안

□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대학원생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와 발표를 적극 장려한다. 교육연구팀은 대

학원생의 학술대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 학술대회 참가가 실질적으로 논문의 완성도 증진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지도교수는 발표자료의 사전검토 및 토론내용의 사후반영 등에 대해 대학원생과 협의

한다.

□ 학과 정례세미나 참석: 현재 매주 개최되고 있는 학과세미나에 대학원생의 참여를 유도한다. 학과 세

미나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새로운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논문발표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학과 세미나 전후에 대학원생이 발표자와 만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여 연구주제에 관해 토의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제금융대학 국제 심포지엄 참여: 현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매년 주관하는 한양대 - 오사

카경제대 공동 심포지엄, 한양대 -고베대 -난양대 공동 심포지엄, 한양대 - 인민대 공동 심포지엄에 

대학원생의 참여를 유도하고 발표 또는 토론기회를 부여한다. 국제 심포지엄 참여는 해외학자들과 

교류함으로써 연구의 수월성 증진은 물론 연구의 국제화의 기회가 될 것이다.

□ Econometric Society Summer School: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2차례 개최한 바 있는 

Econometric Society Summer School을 재유치하여 최신연구동향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다. Econometric Society Summer School은 여름방학 중 세계계량경제학회의 주관으로 경제학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들을 초빙하여 세계 각국의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

다. 가령 2017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은 전세계 대학원생과 강사진을 위한 숙소와 강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당시 강사로 참여한 연구자는 Colin Cameron(CalTech), In-koo Cho(UIUC and Hanyang), 

Debraj Ray(NYU), Ariel Rubinstein(Tel Aviv and NYU), Leeat Yariv(CalTech)이며, 19개국에서 3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본교 대학원생은 세계 최고의 강의를 직접 수강하면서 국제적인 교류

를 경험하고 연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5. 기타 연구 수월성 증진을 위한 계획

□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온라인, 오프라인 교류 활성화: 대학원생들의 교류 공간이면서 교수와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프라인 공간인 Knowledge Studio를 준비하였고, 온라인 강의를 통

해 마련된 온라인 소통 채널을 보다 강화할 계획임. 

□ 대학원생 연구실 및 Lab: 교육연구팀 전용 대학원생 연구실 및 Lab을 추가 확보하여 연구공간을 제

공하고 Lab별로 차별화된 빅데이터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연구실이나 

Lab별로 대학원생 선후배 간에 연구방법과 경험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 

□ 논문 작성방법 지원: 현재 응용계량경제학 과목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논문작성법 습득과 발표 훈련

을 타 과목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한양대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어논문 작성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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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진연구인력 운용

4.1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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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운영 계획

□ 신진연구인력 선발 대상 및 절차

Ÿ 선발대상: 본 교육연구팀의 신진연구인력은 빅데이터 및 사회경제정책 분석 관련 연구를 담당할 

수 있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연구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Ÿ 선발절차: 본 교육연구팀은 신임교원 채용에 준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진연구인력을 

선발한다. 구체적으로  채용공고 –서류 접수 및 심사 –면접의 공식적이고 정규화된 과정을 통해 신

진연구인력을 선발한다. 채용공고는 본 교육연구단 및 경제금융대학 홈페이지, 교수 및 연구자 채

용공고 사이트, 경제학 관련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서류심사는 교육연구팀 참

여교수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원자의 전공적합도, 연구실적, 향후 연구계획 등에 따라 평가될 것이

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면접 또는 세미나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Ÿ 신진연구인력의 권한과 책임: 본 교육연구팀은 신진연구인력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고용을 보장하

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독립된 연구자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

도록 한다. 교육연구팀은 신진연구인력에게 인건비와 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구

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독창성 있는 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연구성과물을 창출하고 교육연구팀의 다양한 사업들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방안 

Ÿ 본 교육연구팀은 신진연구인력 채용위원회(search committee)를 구성하여 국내외 경제학 및 빅데이

터 관련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예정자 및 최근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진연구인력 채용대상 후보자를 선별하고 채용에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Ÿ 채용공고 단계에서 본 교육연구팀 소속 신진연구인력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명확하게 제시

하여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의 지원을 유도한다.

Ÿ 서류심사 시 연구실적은 박사학위 취득 후 경과기간에 비례하여 차별적으로 평가하되 연구의 양적 

요소보다는 질적 우수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계획 평가 시 타당성, 독창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본 교육연구팀 연구방향과의 부합성을 검토할 것이다.

Ÿ 면접 및 세미나에서는 지원자의 관심분야와 전공적합도를 확인하고 빅데이터 및 사회경제정책 분

석 관련 연구의 전문성을 다각도로 평가할 것이다.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에 따라 우수한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교육연구팀 

내에 신진연구인력 채용위원회(search committee)를 구성하여 국내외 경제학 및 빅데이터 관련 대

학원 박사과정 졸업예정자와 최근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를 대상으로 채용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선별한다.

□ 신진연구인력의 학문적 성숙도 제고를 위해 ① 인건비, 연구성과급, 연구활동비 지급, ② 학술대회 

및 학술활동 서비스 지원, ③ 독립된 연구실 제공, ④ Research Fellow 및 Teaching Fellow 참여 

지원을 실시한다.

Ÿ 신진연구인력 지원은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사업 종료 후에도 안정적으

로 연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직 지원, 공동연구 지속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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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진연구인력 지원 계획

□ 인건비, 연구성과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

Ÿ 인건비 지원: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로 연 3,6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교육연구팀의 총 예산 규모

인 연간 3억 원의 10%를 넘는 규모이다.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성과 인센티브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하되 해외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추가적인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Ÿ 각종 연구활동 비용 지원: 본 교육연구팀은 신진연구인력의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부

담한다. 여기에는 신진연구인력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비 및 여비, 논문투고료 및 게재료, 영문논

문의 영문교열비용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양대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BK21 참여 신진연구인력이 

해외학술대회 참가 시 연 1회 한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뿐 아니라 해외현지조사, 해외학자

와의 공동연구 목적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해외연구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학술대회 참여 및 관련 서비스 지원

Ÿ 경제금융대학 국제 심포지엄 참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매년 주관하는 한양대 -오사카경

제대 공동 심포지엄, 한양대 - 고베대 - 난양대 공동 심포지엄, 한양대 -인민대 공동 심포지엄에 신

진연구인력이 발표 또는 토론을 원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동 심포지엄이 해외에서 개최되

는 경우 교통비 및 여비를 학과 예산으로 지원한다. 신진연구인력의 국제 심포지엄 참여는 해외학

자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연구의 수월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Ÿ 학술대회 및 학과 세미나 참여: 신진연구인력은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및 주례 학과 세미나에 자

유로이 참석할 수 있고 발표 및 토론의 기회를 가진다. 학술대회 및 학과 세미나는 연구논문의 완

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신진연구인력은 본인 관심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이때 전문가 초빙비용은 학과예산으로 부담한다.

Ÿ 학술활동 지원서비스: 신진연구인력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금융학과에 소속된 계약교수, 박

사후과정생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한양대학교의 우수하고 다양한 지원시설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의 학술자료, 전자논문자료,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  독립된 연구 공간 제공 

Ÿ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금융학과는 전용건물인 경제금융관에 위치해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독

립된 연구실 제공이 가능하다. 신진연구인력 연구실은 경제금융관 4층에 위치한 한양경제연구소 

내에 배정될 예정이다. 한양경제연구소는 야간 및 휴일에도 자체 냉난방이 가능하며 첨단회의실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연구 여건을 제공한다.

Ÿ 신진연구인력 연구실이 한양경제연구소 내에 위치함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은 경제연구소 내의 시설

은 물론 인접해 있는 플립러닝이 가능한 텔레프레즌스 강의실, Knowledge Studio 등을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고 교수 및 대학원생과 자연스러운 교류가 가능하다.

□ Research Fellow 사업 및 Teaching Fellow 사업

Ÿ 한양대학교는 BK21 예산에서 지원하는 신진연구인력 외에 추가로 한양대학교 차원에서 교육연구

팀에 신진연구인력을 Research Fellow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교육연구팀은 

이러한 Research Fellow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추가로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진연구인력 

간 연구 시너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Ÿ 또한 신진연구인력은 Teaching Fellow로서 참여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강의를 4주 범위 내에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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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수 있다. Teaching Fellow는 본인의 강의내용을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며 시험문제도 직

접 출제하고 채점하게 된다. 이때 4주간 강의에 대한 강의료는 대학의 예산으로 지원된다. 본 교육

연구팀에서는 Teaching Fellow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진연구인력이 직접 강의를 담당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능력뿐 아니라 교육의 경험을 갖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신진연구인

력의 커리어 관리를 돕고자 한다.

□ 신진연구인력의 학문적 성숙도 증진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Ÿ 본 교육연구팀은 ｢연구설계 → 연구성과 창출 → 연구성과 발표｣의 3단계에 걸쳐 신진연구인력의 학

문적 수월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연구설계 단계에서는 연구 주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신 빅데이터 연구 관련 포럼, 강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연구성과 창출 단계에서는 연구진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참여교수와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학술

지검색법, 연구윤리, 영어논문 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 연구성과발표 단계에서는 연구 성과물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술대회, 심포지엄 발표

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Ÿ 사업 종료 후에 대비한 지원: 본 교육연구팀은 신진연구인력이 사업 종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내 경력 관리는 물론 사업 종료 후 재취업과 관련해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교내외 취업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을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공동연구와 협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Ÿ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와의 공동연구 및 협업: 신진연구인력과 참여교수의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하

고 참여교수가 멘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수행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참여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강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신진연구인력은 본 교육연구팀의 독자 

모형인 튜터링과 데이터 아카이빙 사업에 참여하여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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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5.1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표 2-7>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

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

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1

Songman Kang 11243396 노동경제
신규 과목 개발 및 개

설

1) 텍스트와 지도정보 분석을 통해 얻어낸 비정형데이터, 2) 정부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행정데이터 등

여러 유형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이를 통한 인과관계 규명은 최근 경제학 연구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

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완성과 성공적인 진학 및 취업을 위해 코딩을 통한 데

이터 분석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계의 흐름에 발맞춰 대학원생의 데이터 분

석능력 함양을 목표로 “실증방법분석론과 응용”수업을 2019년 1학기에 개설하였다. 본 수업은 고정

효과(fixed effects analysis),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회귀단절분석(regression

discontinuity), 합성대조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 등 현재 계량경제학에서 널리 쓰이는 방법

론을 소개하며, 이 과정에서 상기 방법론이 적용된 논문에서 사용한 실제 데이터와 코드를 제공하여

수강생이 직접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현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수강생 전원에게 동

일한 내용을 가르치는 일방적인 수업 방식 대신 수강생 각각의 관심연구분야에 맞춰 각기 다른 학술논

문, 데이터, 코드를 제시하는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

2

윤정모 11511123
계량경제/경제통계

/비교경제

패널데이터 분석 신규

과목 개발 및 개설

https://sites.google.c

om/site/jungmoyoon2/te

aching/panel-

2018https://sites.goog

le.com/site/jungmoyoon

2/teaching/panel-2018

최근 정부의 행정 전수자료(가령, 건강보험 데이터) 혹은 미시경제 분야(가령, 노동, 재정) 각종 패널

데이터들이 연구자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전에는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공한다. 이러한 사회경제분야 빅데이터 분석 경향에 맞추어 ‘패널데이터 분석’을

2016년 2학기에 개설하였다. 수업의 목표는 (1) 대학원생들에게 한국의 행정자료와 패널자료를 소개하

고 모든 학생이 하나 이상의 패널데이터에 익숙해 지도록 돕는 것이며 (2) 대용량 미시데이터를 분석

하는 통계학 방법론을 익히는 것이다. 이 두가지 목표의 궁극적 의의는 대학원생들이 의미있는 학위논

문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수업의 처음 부분은 패널분석의 기본 틀인 고정효과 모형,

도구변수 추정법, 동적 패널모형을 다룬다. 강의의 중반부는 한국의 미시분야 데이터들을 소개하고 이

러한 미시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논문을 같이 읽는다. 각 학생이 하니씩 데이터를 소개하고 사용법을 전

체학급을 위해 발표함으로써 스스로 배우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돕는다. 강의의 후반부에는 각자 담당

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간단한 실증 논문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고 전체학급을 위해 발표한다.

이를 확장해서 학위논문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수업시간에 토론한다.

3

이영 10150092 조세

산업연계형 PBL 과목인

“경제분석실무-공공경

제” 개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협력기관으로 하는 산업연계형 PBL 과목인 “경제분석실무-공공경제”가 성공적

으로 운용되어, 수강생들은 높아진 연구실무 역량을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 및 취업 성과를 보여 왔다.

본 과목은 2020년 현재 개설되어 있고, 2019년, 2012년, 2010년, 2009년에 총 5차례 성공적으로 개설

되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는 PBL 과목 운용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2007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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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교수명 연구자등록번호 세부전공분야
대학원 교육관련

대표실적물

DOI번호/ISBN/

인터넷 주소 등

참여교수의 교육관련 대표실적의 우수성

체결하였고, 두 기관은 지금까지 핵심적인 학연 파트너로 상생의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본 과목

은 (1) 3주간 통계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STATA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집중 학습하고; (2) 5주간

담당 교수가 작성한 여러 논문들의 연구방법론, 통계프로그램, 데이터를 이용하여 5주간 연구방법론을

훈련하고; (3) 8주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학생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사와 1:1로 매칭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프로젝트 주제는 학생 스스로

찾아가거나 매칭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사와 함께 설정되고 진행된다. 수강생들에 대한 평가는 매

칭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의 학생에 대한 평가, 프로젝트 결과물 평가, 통계처리 과제 등을 기반

으로 이루어진다.

4

이정환 11468615 증권/주식/채권

산업연계형 PBL 과목인

"빅데이터 기반 경제

및 금융문제 분석"  개

발 및 개설

https://sites.google.c

om/view/younglee2020/t

eaching?authuser=0http

s://sites.google.com/v

iew/younglee2020/teach

ing?authuser=0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및 금융문제 분석”은 웹기반 텍스트 마이닝과 오픈 API를 사용한 반정형

사회경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 산업연계형 PBL 과목으로서 2019년 신규 개설 되었다.

이 교과과목은 파이썬을 통해 텍스트마이닝과 오픈 API에서 사용하는 XML과  JSON등의 자료를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고 관련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본인이 선정한 사회/경제/금융 관련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 PBL 강의와 달리  학생 자신이 선택한 빅데이터 관련 사회 경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PBL 학습방법론을 적용시키도록 구성되었다. 즉 교수가 학생이 산업연관성을 구체화하는 시

나리오를 구성하고, 최적 방법론을 찾고 그와 관련된 반정형 데이터를 수집한 후 문제 해결 방식을 제

시하여 정책적 함의를 구성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하였다. 이런 PBL 학습방식을 기말보고서 작성에

적용하여 교과목의 산업연관성을 극대화하고 PBL 방법론의 교육 효과를 향상시켰다. 이 결과 학생들은

서울시 공공 자전거 정책, CCTV를 활용한 범죄율 예측 등 실무관련성이 높은 주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 과목의 설계 및 평가가 한양대학교

IC-PBL 교수학습센터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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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의 국제화 전략

6.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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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및 해외학자 전임교수 증원 및 활용

□ 외국인 전임 교원 증원

Ÿ 본 연구교육팀 소속학과인 경제금융학과에는 2019년 현재 총 4명의 외국인 및 해외학자 전임교원

이 재직 중인데(현 전임교원 23명 대비 17%), 이를 2027년 3월까지 6명(계획 전임교원 28명 대비 

21%)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별첨자료: 최근 3년간 연도별 외국인 및 해외학자 전임교수 자료).

□ Songman Kang 교수(참여교수, 미국 국적)

Ÿ 최근 3년간 정기적으로 듀크대(Duke University)의 Sanford School of Public Policy를 방문하여 해외

학자들과의 공동연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본 교육연구팀이 벤치마킹하는 듀크대의 The 

Rhodes Information Initiative와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Ÿ 텍스트 분석을 통해 얻어낸 비정형데이터 및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행정데이터 등 여러 유형의 빅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신규 대학원 과목을 2019년 1학기부터 개설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해 왔다.

□ Yang Shen 교수(Brown University 졸업, 중국 국적)

Ÿ 본 교육연구팀의 외국인 대학원생 선발과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교수인 남덕우 교수와 공

동으로 국제경제학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 응용 과목을 개설할 계획이다.

Ÿ Shen 교수는 모국어인 중국어만큼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 외국인(특히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In-Koo Cho 교수(University of Chicago, Brown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교수 역임, 현재 

Emory University 재직 중)

Ÿ Cho 교수는 2011년부터 본 교육연구팀 소속 학과의 해외석학 연구전담 전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대

학원의 미시경제이론 관련 과목을 담당하여 왔으며 석사과정의 대학원생들의 해외 박사과정 진학

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Cho 교수는 본 교육연구팀 목표의 중심축인 빅데이터 분석과 관

련한 Machine Learning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본 사업기간 동안 참여교수인 이정환 교수와 함께 

Machine Learning 및 빅테이터 분석 방법론 관련 대학원 과목을 개설하여 국제적 수준의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Ÿ Cho 교수는 최고의 국제 교육교류 프로그램들 중 하나인 Econometric Society Summer School을 한

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에서 2013년, 2014년, 2017년에 개최한 바 있으며, 본 사업기간 동안 본 학

과에서의 재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 Yeon-Koo Che(최연구) 교수 (Columbia University)

Ÿ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인 고영우 교수의 공동 연구자로 미시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Che 

□ 본 교육연구팀 소속학과인 한양대 경제금융학과에는 현재 총 4명의 외국인 및 해외학자 전임교원

이 재직 중(현 전임교원 23명 대비 17%)인데 이를 2027년 3월까지 6명(계획 전임교원 28명 대비 

21%)이상으로 늘릴 계획임. 

□ 최근 3년간 총 19명(연평균 6.3명)의 해외석학 및 우수 학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사업기간 동안 연 최소 10명의 해외학자 초정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임. 

□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해외대학 및 연구소와의 학술교류에 대학원생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며, 

2025년 2월까지 참여 대학원생들의 영어 학위논문 비율은 60%까지 제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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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를 초빙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 및 글로벌 역량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2. 해외학자 초정 세미나 및 외국 대학과의 인적 교류

□ 해외학자 초청세미나 대폭 확대 

Ÿ 최근 3년간 총 19명(연평균 6.3명)의 해외석학 및 우수 학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본 

사업기간 동안 연 최소 10명의 해외학자 초정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최근 3년간 

연도별 해외학자 초정 세미나 자료).

Ÿ 초정된 해외학자가 발표하는 논문에 대하여 해당 전공 대학원생들이 referee report를 작성하고 작

성한 리포트에 대해 지도교수와 심층 토론하는 제도를 2018년 1학기부터 실행하여 왔으며, 본 사

업기간 동안 이 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대학원생과 초정 해외학자 간의 교류를 강화할 것이다.

Ÿ 교육연구팀 참여 학생들에 대해 본 학과 교수와 방문 해외학자의 공동지도교수제를 추진한다.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HERi)의 해외학자 방문연구원 제도 확대 개선

Ÿ 최근 3년간 총 6명의 해외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University of Iowa, Emory University,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등) 소속 해외학자들을 공식 초정하여 국제적 공동연구 인적 네트워크

를 강화해왔다(※ 별첨자료: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제연구소 방문 해외학자에 관한 정보).

Ÿ 이 제도를 확대하여 본 교육연구팀 소속 교수들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대학원생들의 해외진학 제

고 등 연구·교육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다.

□ 해외 대학 및 연구소와의 학술교류에 대학원생 참여 확대

Ÿ 본 교육연구팀 소속학과의 해외대학 및 연구소(Kobe University,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Renmin University of China,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등)와의 학술교류에 대학원생의 참여

를 확대할 계획이다(※ 별첨자료: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기 국제학술 교류와 방문 교류 자료).

Ÿ 학술교류 중인 대학 및 연구소와 대학원생 교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대학원생의 상호방문을 추진

함으로써 관심분야 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가능한 경우 공동지도교수제를 활용한다.

3. 우수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국제학술활동 지원

□ 본 교육연구팀 소속 학과의 외국인 재학생 비율은 최근 3년간 학기 평균 45%이다(※ 별첨자료: 최근 

3년간 연도별 외국인 재학생 비율).

Ÿ 우수 중국인 학생 유치를 위하여 본 교육연구팀 소속 학과는 중국의 명문대학교인 북경 인민대와 

학문교류 협정을 체결했으며 본 사업기간동안에 지속적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중심의 해외 우

수 대학교와 학생교류 협력을 체결하여 우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것이다.

□ 영어 학위논문 비율 제고

Ÿ 영어 학위논문의 비율은 최근 3년간 학기 평균 석사 28%, 박사 14%이며, 석박사 전체로는 24%인

데 본 사업기간의 5차년도(2025년 2월)까지 참여 대학원생의 영어논문 비율을 60%(전체 대학원생의 

경우 40%)로 제고할 계획이다.(※ 별첨자료: 최근 3년간 연도별 영어 학위논문 비율).

Ÿ 영어논문 수정에 대한 지원 및 해외학회 영어 논문 발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학회 참가비 및 교

통비 보조)을 추진하며, 지도교수와의 공동연구 활성화로 해외 유수저널에 논문 게재를 권장한다.

□ Econometric Society Summer School 등 국제 교육프로그램 및 해외학회 참여 비용에 대한 전액 지원

을 통하여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를 제고하고, 학생들의 해외학회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참여를 시행

한다.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 시 교육연구팀 참여교수가 동행하여 학생활동의 내실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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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역량 영역

1. 참여교수 연구역량

1.1 연구비 수주 실적 (최근 3년)

<표 3-1> 최근 3년간(2017.1.1-2019.12.31)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항목

수주액(천원)

2017.1.1.-2017.12.31. 2018.1.1.-2018.12.31. 2019.1.1.-2019.12.31. 전체기간 실적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221,248 270,994 109,301 601,543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0 70,000 0 70,000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 입금액
0 0 0 0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74,615

참여교수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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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업적물

①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표 3-2> 최근 5년간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

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

Song
man
Kang

11243396
노동경

제
논문

Songman Kang, Philip Cook

Birthdays, Schooling, and Crime: Regression-
Discontinuity Analysis of School Performance,
Delinquency, Dropout, and Crime Initiat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8(1), 33-57

URL 입력

2016

https://doi.org/10.1257/app.
20140323

https://doi.org/10.1257/app.20140323

해당 논문은 학교 교육이 범죄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교육 행정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회귀불연속 기법을
통해 취학 연령 기준일 직전과 직후에 출생한 학생들의 학력, 청소년 비행, 성인 범죄율을 비교한 결과 기준일 직후에 태어난 학생들이 고등학교
를 중퇴할 확률과 성인 범죄에 가담할 확률이 높음을 보이고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이 성인 범죄율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인다. 대부
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도시 혹은 국가별 학력과 범죄율  데이터 비교를 통해 학교 교육과 범죄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반면 본 논문에서는 학생
개개인 단위의 교육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엄밀하고 신뢰할 만한 추정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해당 논문은
Google Scholar기준 49회 인용되었으며 전미경제학회에서 발간하는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에 게재되었다.
(Impact Factor 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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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2

Song
man
Kang

11243396
노동경

제
논문

Songman Kang

Inequality and crime revisited: effects of local inequality
and economic segregation on crim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9(2), 593–626

URL 입력

2016

https://doi.org/10.1007/s001
48-015-0579-3

https://doi.org/10.1007/s00148-015-0579-
3https://doi.org/10.1007/s00148-015-0579-3

해당 논문은 소득 불평등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1990년대와 2000년대 미 전역의 소득과 범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도시 혹은 국가 단위에서의 소득 불평등과 범죄율 간의 상관관계를 주로 분석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시 단위의 소득 불평등을 동네 내부의
불평등(within-neighborhood)과 여러 동네 간의 불평등(across-neighborhood)으로 보다 세밀하게 분리한 다음 어떤 형식의 소득불평등
이 범죄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기존 연구에 비해 보다 풍부하고 자세한 소득 불평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아 불평등이 범
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는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실증 분석으로 뒷받침한 연구이다. 해당 논문은 Google
Scholar 기준 26회 인용되었으며 논문이 출판된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는 인구경제학 분야 상위 등급 SSCI 학술지이다.
(Impact Factor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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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3

고영우 11243365
수리/미
시경제

논문

Yeon-Koo Che, Youngwoo Koh

Decentralized College AdmissionsDecentralized College
Admis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cyJournal of Political
Economcy

124(5), 1295-1338

URL 입력

2016

https://doi.org/10.1086/6880
82

https://doi.org/10.1086/688082https://doi.org/10.1086/
688082

해당 논문은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선호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대학의 학생선발 전략에 대해서 분석한다. 각 대학은 다른 대학에서 간과되기 쉬
운 학생 중 우수한 학생들 전략적으로 선발할 유인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학생이 오히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 수 있음을 보인다. 학
생들의 대학 지원 개수를 제한 및 추가모집과 같은 선발방법은 학생들의 등록률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나, 대학 배정의 결과는 비효율
적이고 불공정할 수 있다. 게일-샤플리의 수락유예 알고리즘에 따라 학생들을 대학에 배정하면 위와 같은 비효율성을 없앨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손해를 보는 대학과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대학입시 시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 이론적 분석을 제공하는 선구적인 연구이며, 분산화된 입시에서 대학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이유를 밝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
여도가 높다. 이에 해당 논문은 2017년 제47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에 선정되었다. 해당 논문은 Google Scholar기준 63회 인용되었으며, 논
문이 출간된 Journal of Political Economy는 경제학분야의 최상위 등급의 SSCI학술지이다 (Impact Factor 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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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4

고영우 11243365
수리/미
시경제

논문

Youngwoo Koh

Incentive and Sampling Effects of Procurement
Auctions with Endogenous Number of Bid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52, 393-426

URL 입력

2016

https://doi.org/10.1016/j.ijin
dorg.2017.02.006

https://doi.org/10.1016/j.ijindorg.2017.02.006

해당 논문은 조달(procurement)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조달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비용 투입에 비례하여 높은 품질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제공자로 선정되지 못하면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경매를 통해 조달하는 경우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을 때는 두 개의 기업만을 경매에 초청하는 것이 최적이고, 불확
실성이 클 때는 가능한 많은 기업들을 경매에 초청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 경우 경매보다 고정상금 토너먼트(fixed-prize tournament)가
더욱 유리한 조달 방법이다. 본 논문은 조달제도를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정부와 같은 조달자들이 연구개발, 첨단무기 구매 등 그 품질에 불확실
성이 있을 때 조달 방법에 대해 분석한 선구적인 연구이다. 해당 논문이 게재된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은
경재학 분야에서 상위 등급 SSCI학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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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5

남덕우 11243366
국제/세
계경제

논문

Deokwoo Nam, Jian Wang

The effects of surprise and anticipated technology
changes on international relative prices an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7(1), 162-177

URL 입력

2015

https://doi.org/10.1016/j.jint
eco.2015.04.009

https://doi.org/10.1016/j.jinteco.2015.04.009

해당 논문은 국내 생산성 충격의 국가 간 전파효과를 연구함에 있어서 생산성 충격의 예치기 못한 부분과 예상된 부분을 구분해야 하는 중요성
을 보인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생산성 충격의 예기치 못한 부분과 예상된 부분이 국제상대가격변수(즉, 실질환율 및 무역조건)와 국제무역변수
(즉, 수출량, 수입량, 무역수지)에 대하여 각기 다른 동태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문의 우수성과 독창성의 관점에서, 해당 논문은
생산성 충격의 예기치 못한 부분과 예상된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생산성 충격의 국가 간 전파효과를 연구한 기존 실증연구들의 상이한 결과들
을 조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이며, 생산성 충격의 국가 간 파급효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용된 기존 국제거시모형들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이다. 또한 해당 논문은 한양대학교 전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이달의 연구자, 2015년 11월]에 선정
된 논문이다. 해당 논문은 Google Scholar 기준 16회 인용되었으며, 논문이 게재된 저널인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는 해당 논
문의 주제 분야인 국제경제학에서 최상위 등급 SSCI 학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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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덕우 11243366
국제/세
계경제

논문

Deokwoo Nam, Jian Wang

Mood Swings and Business Cycles: Evidence from Sign
Restrictions

Journal Money, Credit and Banking

51(6), 1623-1649

URL 입력

2019

https://doi.org/10.1111/jmcb
.12568

https://doi.org/10.1111/jmcb.12568

해당 논문은 케인즈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과 같은 경제주체들의 기대변화가 경기변동(business cycles)의 중요한 원인임을 보인다.
논문의 우수성과 독창성의 관점에서, 해당 논문은 부호제약(sign restrictions)을 이용하여 외생적인 경제주체들의 기대변화 충격을 확인
(identification)할 수 있는 실증적 방법론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이며, 이러한 실증적 방법론은 기대변화와 경기변동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이
채택한 방법론들의 문제점을 개선한 방법론으로 인정된다. 해당 논문의 working paper  version인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 Working Paper No. 17651의 Google Scholar 인용 횟수는 96회이며, 논문이 게재된 저널인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은 경제학 분야에서 상위 등급 SSCI 학술지이다. 특히 경제학 최상위 등급 SSCI 학술지인 Econometrica(Impact
Factor 4.281)에 게재된 Arias 외(2018)의 논문은 해당 논문을 그들의 논문 동기로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80 / 200

HYU
사각형




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7

문춘걸 10030551

계량경
제/경제
통계/비
교경제

논문

문춘걸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 시장의 시장구조와 가격행태

자원환경경제연구

24(2), 311-342

URL 입력

2015

https://doi.org/10.1016/j.jba
nkfin.2019.07.005

http://dx.doi.org/10.15266/KEREA.2015.24.2.311

해당 논문은 확률적 변경모형에 기반하여 “자산수익률 결손”, “시장가치 결손율”, “시장잡음을 조정한 Tobin의 Q-ratio”, “투자 기회율”을 금
융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로 제안하고, 미국의 은행을 자산규모에 따라 5개 집단으로 분류한 후 새로이 제안한 지표들과 함께
기존에 통상적으로 사용해오던 자산수익률과 Tobin의 Q-ratio을 사용하여 집단 간에 경영 성과를 비교하였다. 나아가서 대출 부도율을 “내재
적 신용위험에 기인하는 부분”과 “대출관리의 비효율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분해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사용하여 지역 은행이 우위를 가
질 것으로 예견되는 기업대출과 상업용 부동산대출을 각각 2개 부분으로 분해한 후 5개 집단 간에 비교하였다. 규모가 큰 은행이 규모가 작은
은행보다 투자 가치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영성과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대출과 상업용 부동산대출에
서도 규모가 큰 은행이 규모가 작은 은행보다 내재적인 신용위험이 더 높은 대출을 하지만 대출관리의 비효율은 훨씬 낮으며, 규모가 상대적으
로 작은 지역 은행 내에서도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경영성과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대출을 증가시킬 재무적 유인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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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춘걸 10030551

계량경
제/경제
통계/비
교경제

논문

문춘걸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 시장의 시장구조와 가격행태

자원환경경제연구

24(2), 311-342

URL 입력

2015

http://dx.doi.org/10.15266/K
EREA.2015.24.2.311

http://dx.doi.org/10.15266/KEREA.2015.24.2.311

해당 논문은 기업의 비경쟁행위로 간주해 버리는 가격 비대칭성과 국제 현물시장이 존재하는 재화의 국내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실증적
으로 모형화하기 위하여 비대칭 오차수정모형을 채택한 후 우리나라와 주요국들의 수송용 석유제품 시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정제산업은 과점이 보편적이며,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시장에서 국내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지속되는 이유는 정유4사가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적인 가격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 세전 소비자가격은 일본의 가격과 ‘27개 EU권 국가의 가격들을 가중평균한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히 낮았다. 우리나라,
일본, 14개 EU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우리나라와 11개 EU권 국가, 경유의
경우 우리나라와 8개 EU권 국가에서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가격 비대칭성은 다양한 경제･경영적 원인에 의해 다양한 제품과 시
장구조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세전 소비자가격을 보면,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 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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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모 11511123

계량경
제/경제
통계/비
교경제

논문

Zhongjun Qu, Jungmo Yoon

Nonparametric estimation and inference on conditional
quantile processes

Journal of Econometrics

185(1), 1-19

URL 입력

2015

https://doi.org/10.1016/j.jeco
nom.2014.10.008

https://doi.org/10.1016/j.jeconom.2014.10.008

본 논문은 정부나 기업이 추구하는 정책(policy)의 처치효과(treatment effect)가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별로 다른 경우, 처치효과의 다
양성(treatment effect heterogeneity)의 정도를 추정하고 그 추정치의 계량경제학적 성질을 연구한다. 평균처치효과(ATE)를 넘어서 처치
효과의 분포 전체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분위수처치효과 (QTE)를 사용한다. 분위수처치효과에 대한 연구를 기존의 모수통계모형
(parametric statistical models)에서 비교적 제약이 적은 비모수통계모형(non-parametric statistical models)으로 확장한 것이 논문의
주된 성과이다. 해당 논문은 Google Scholar 기준 53회 인용되었다. 본 논문이 Journal of Econometrics 에 게재 되었는데 이 저널은 계량
경제학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 학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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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모 11511123

계량경
제/경제
통계/비
교경제

논문

Eric Helland, Jungmo Yoon

Estimating Effects of English Rule on Litigation
Outcom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9(4), 678–682

URL 입력

2017

https://doi.org/10.1162/REST
_a_00653

https://doi.org/10.1162/REST_a_00653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원고와 피고가 각자의 소송비용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소송에서 진 쪽이 이긴 상대방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좋을까? 이는 법학과 법경제학의 오랜 주제이다. 학문적으로 이 문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
반까지 이루어진 연구에서 경제학자들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 논
문은 기존연구의 결론이 소송자료에 필연적으로 포함되게 되는 선택편의(sample selection)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크게 바뀌고, 선택편
의를 제어하는 최근의 계량경제학적 성과를 적용하면 기존의 연구결과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이고 있다. 해당논문은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impact factor 3.636)에 게재 되었는데 이 저널은 실증경제학 분야에서 최상위 등급 학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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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10150092 조세 논문

Jinbaek Park, Young Lee

Corporate income taxes, corporate debt, and
household debt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6, 506–535

URL 입력

2019

https://doi.org/10.1007/s107
97-018-9513-4

https://doi.org/10.1007/s10797-018-9513-4

 본 논문은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하나의 틀 안에서 분석한 최초 논문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관찰되고 있는 급속한 가계부채 증가
의 주요한 원인이 법인세율 인하임을 실증 분석을 통해 보였다. Modigliani & Miller(1963)는 법인세가 자기자본에 비하여 타인자본의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법인들의 기업부채를 감소시킴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에 부합하는 실증분석 결과가 Gordon
and Lee (2001)에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정학 교재인 Rosen의 Public Finance에도 인용되어 있는
Gordon and Lee (2001)를 가계부채 부문을 포괄하는 분석으로 확대하였다. 법인세 인하가 기업부채를 감소시키고 이러한 기업부채 감소는
가계부채를 높이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에 부합되는 실증분석 결과를 28개 OECD 국가들의 1995-2015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법인세율-법인부채-가계부채 의 관계에 대한 최초의 논문으로 향후 기업부채와 가계부채의 연관 관계에 대한 연구의 초석이 될
것이다. 2019년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455 차례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피인용도 2차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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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10150092 조세 논문

Jeong Hwan Lee, Young Lee

Dividend taxes and payout policy: Evidence from
Korea’s 2015–2017 dividend tax cut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24, 157-196

URL 입력

2019 https://www.kci.go.kr/kcipor
tal/ci/sereArticleSearch/ciSer
eArtiView.kci?sereArticleSear
chBean.artiId=ART002497622

한국 정부는 2015-2017년 사이 한시적으로 배당금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준실험적인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배당금 조
세 감면이 배당금 지불을 증가시켰는가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당금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 통계적으
로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배당금 지급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와 강하게 관계되어 있고 기존의
현금 잔고를 줄이거나 자사주매입을 감소시키면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내부소유자의 존재가 배당금 세제 혜택을 유지
와 강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배당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되고 이러한 이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내부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적극적인 조세감면 혜택을 위한 배당금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준실험적인 배당조세 인
하를 활용하여 배당세 인하 – 배당금 지급 증가 – 기업 가치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중이다. 배당금 지급 증가까지는 당연
히 연계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배당금 지급을 늘린 기업들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주
제이다.

86 / 200

HYU
사각형




연
번

참여
교수명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
분야

실적
구분

대표연구업적물 상세내용 증빙

대표연구업적물의 우수성

13

이정환 11468615
증권/주
식/채권

논문

Jinyong Kim, Mingook Kim, Jeong Hwan Lee

The effect of TARP on loan loss provisions and bank
transparency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02, 79-99

URL 입력

2019

https://doi.org/10.1016/j.jba
nkfin.2019.03.006

https://doi.org/10.1016/j.jbankfin.2019.03.006

해당 논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하에 진행되었던 은행 자본 확충 프로그
램(Capital Purchase Program) 미국 은행의 투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은행의 대손충당금 계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이
전인 2004년부터 금융위기 이후인 2012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자본 확충 프로그램을 받은 은행을 처치 그룹(treatment group)과 비처지 그
룹으로 구분하여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은행이 처치그룹으로 되어가는 내생성을 고려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은행자본확충 프로그램에 들어간 은행들의 투명성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해 도덕적해이 이론에 부합하는 결론을 얻었다는 점에서 그 학술
적 의의가 있으며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이 은행운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해당 논
문 주제 분야의 SSCI 최상위등급 학술지인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Impact Factor 2.205)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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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11468615
증권/주
식/채권

논문

Bohyun Yoon, Jeong Hwan Lee,  Ryan Byun

Does ESG Performance Enhance Firm Value? Evidence
from Korea

Sustainability

 10(10), 1-18

URL 입력

2018

https://doi.org/10.3390/su10
103635

https://doi.org/10.3390/su10103635

해당 논문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과 기업의 주가 변동과의 관계를 한국 기업의 ESG 점수와 상장회사의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의 주가간의 강건하게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공헌이 있다. 특히 기존의 문헌
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던 재벌 기업군과 비재벌기업군 간에 사회 공헌 활동의 기업의 주가에 대한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 개별
기업의 특성 특히 재벌이라는 한국 기업의 특수한 기업집단이 투자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확
인하였다는 점에서 기업재무 관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특히 ESG 점수 중 기업지배구조 관련한 높은 평가가  재벌기업 집단에서 기업 가치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을 확인하여 한국 정부의 재벌 지배구조 개혁의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 출간 된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며 해당 논문은 Google Scholar기준 13회 인용되었다. SSCI 상위등급 학술지인 Sustainability(Impact Factor 2.592) 에 게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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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10049327 조세 논문

Young Jun Chun, Ji-Eun Song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for Korea

Korean Economic Review

34(2), 157-185

URL 입력

2018 https://www.kci.go.kr/kcipor
tal/ci/sereArticleSearch/ciSer
eArtiView.kci?sereArticleSear
chBean.artiId=ART002360791

이 연구는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GA)를 이용하여 한국의 재정정책이 조세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
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재정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각 세대가 과거 부담한 조세와 복지혜택과 잔여생애동안의 조세부담과 복지혜택을 포괄한
전생애  순조세  부담을  1913년  이후  출생한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추계한  최초의  논문이다.  과거  기간을  대상으로  한  세대간  회계
(Retrospective GA, RGA) 추계는 국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예가 없으며 외국의 경우도 재정 전체를 대상으로 RGA를 추계한 예도 드물다.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RGA 추계 시도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RGA 추계 연구보다 광범위한 과거 조세부담 및 복지 혜택의 자료를 이용하여 각 세대
의 생애 순조세부담을 추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전생애 순조세부담을 비교한 결과 청년층과 미
래세대에 비하여 고령층의 순조세부담이 낮게 나타나 한국의 재정정책이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논문이 출판된
Korean Economic Review는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행하는 SSCI 학술지로서 우리나라 경제학 분야의 학술지 중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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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10049327 조세 논문

전영준

경기변동의 생애소득 및 고용안정성에 대한 영향과 복지정책의
역할: 미국 사례 분석

재정학연구

10(2), 29-76

URL 입력

2017 https://www.kci.go.kr/kcipor
tal/ci/sereArticleSearch/ciSer
eArtiView.kci?sereArticleSear
chBean.artiId=ART002228040

본 연구는 미국의 NLSY79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침체시 고교를 졸업하는 세대들의 생애소득 및 고용안정성 결정요인과 복지제도의 역할을 분
석하고 그 결과를 캐나다의 사례와 비교하였다. 고교 졸업당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상급학교 진학 등 교육투자를 늘려서 경기침체 악화로 인
한 소득 하락을 일부 보전하는 경향과 정부보증 대출의 교육투자 촉진효과가 미국의 경우 캐나다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다. 또한 졸업시 경기악
화는 장기간 소득하락을 유발하는데, 두 국가의 소득하락은 상이한 요인에 기인한다. 캐나다의 경우 경기침체시 전망이 좋은 직업경로와 기술
습득의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이 높고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산업군과 직업군으로의 진입할 기회가 장기적으로 차
단되기 때문이며,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에 기인한다. 이 연구는 경기변동과 복지제도가 생애소득
및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통해 장기 소득하락 원인의 국제적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문제에 대한 정확
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적확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한국의 관련 정책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논문은 공공경제학 분야의 최고 권위지인 재정학연구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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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원 11172744
노동경

제
논문

Eleanor Jawon Choi, Jisoo Hwang

Child Gender and Parental Inputs: No More Son
Preference in Korea?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105(5), 638-643

URL 입력

2015

http://dx.doi.org/10.1257/aer
.p20151118

http://dx.doi.org/10.1257/aer.p20151118

해당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출생 성비 불균형이 해소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선호가 존재하며 이는 자녀 양육 과정을 통해 발현됨을 보인다. 양
육 과정에서 자녀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지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 사교육비조사, 한
국노동패널조사, 생활시간조사에서 추출한 자료를 실증 분석한다. 해당 논문은, 남아선호가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 있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이 문제를 경제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평
등 지표에서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 시장 혹은 가정 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대한 학
문적, 정책적 기초를 제공한다. 해당 논문은 Google Scholar 기준 25회 인용되었으며, 논문이 출판된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는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경제학 분야의 최상위 등급 SSCI 학술지이다 (Impact
Factor 4.097, 5 Year Impact Factor 7.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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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원 11172744
노동경

제
논문

Eleanor Jawon Choi, Hyungsik Roger Moon, Geert
Ridder

Within-District School Lotteries, District Selection, and
the Average Partial Effects of School Inputs

Korean Economic Review

35(2), 275-306

URL 입력

2019
https://www.kci.go.kr/kcipor
tal/landing/article.kci?arti_id
=ART002479372

해당 논문은 내생적인 사이트(site) 선택 하에서 사이트 별 처치효과에 선택 편의가 있는 경우 모집단에서의 평균 처치효과를 편의 없이 추정하
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이를 위해, 수학능력시험 모집단 자료(population data)를 사용하여 서울시 학군 내 고교 무작위 배정 하에서 남녀
별학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러 사이트에서 정책 실험이 시행되거나 준실험에 해당하는 정책 변화가 일어난 경우
, 노동경제학을 비롯한 응용미시경제학 분야의 실증 연구에서 널리 쓰이는 정책 효과 추정법은 사이트 고정효과를 포함하는 선형 회귀 모형에
서 정책 변화 혹은 시행 여부를 나타내는 처치 변수의 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해당 논문은 실증 분석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이트 고정
효과 모형이 내생적 사이트 선택 하에서 평균 처치효과를 편의 없이 추정하지 못함을 보이고 대안 추정 방법을 제시하는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학문적 기여도가 높다. 해당 논문이 출판된 Korean Economic Review는 한국경제학회에서 발행하는 SSCI 학술지로서 우리나라 경제학 분
야의 학술지 중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이다. 해당 논문은 논문이 실린 호의 lead article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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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여교수 학술지 논문및 저서 실적의 우수성 (별도 제출/ 평가)

<표 3-3> 최근 5년간 인문사회 분야 참여교수 논문 및 저서 실적  (별도 제출/ 평가)

구분
최근 5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4.75

3.949999999

9999997
3 2 3.5

17.20000000000000

3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5.1 6 7.5 6 13.5 38.1

기타국제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1 0 1.5 0.4 2 4.9

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0 0 0 0 0 0

외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0 0 0 0 0 0

저서 또는 논문 총

 환산편수
10.85

9.950000000

000001
12 8.4 19 60.2

참여교수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
6.6889

참여교수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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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최근 5년간 디자인영상 분야 창작물(전시회/공모전/영화제) 출품 실적

         (별도 제출/평가)

구분

최근 5년간 실적

전체기간 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시회 창작

환산편수

국제 0 0 0 0 0 0

국내 0 0 0 0 0 0

공모전(입상)

창작 환산편

수

국제 0 0 0 0 0 0

국내 0 0 0 0 0 0

영화제 창작

촨산편수

국제 0 0 0 0 0 0

국내 0 0 0 0 0 0

총 창작실적 환산편수 0 0 0 0 0 0

 1인당 창작 환산편수 0.00

참여교수 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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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hilip J. Cook and Songman Kang. 2016. "Birthdays, schooling, and crime: Regression-discontinuity 

analysis of school performance, delinquency, dropout, and crime initiat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8(1): 33-57.

□ 연구 배경 및 논문의 주요 내용

Ÿ 학교 교육은 개인의 인적 자원과 노동임금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범죄활동에 참여할 유인을 감

소시킨다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계의 견해이다. 이와 관련해 학력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는 잘 알

려져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과 범죄 간의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연구한 논문은 아직 드

물다.

Ÿ 이 논문은 학교 교육이 범죄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교육행정 데이터

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일정 기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 주 공립학교에 다닌 학생 전원의 생년월일, 

초중고 성적, 고등학교 졸업, 청소년 비행 기록, 성인 범죄기록 등 방대한 데이터를 회귀불연속

(regression discontinuity) 기법으로 분석하여 학업과 범죄 참여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다.

Ÿ 구체적으로 취학 연령 기준일 직전과 직후에 출생한 학생들의 학업과 범죄 관련 성과(outcome)를 

비교하여 비슷한 소득수준과 가정환경에서 자란 경우라도 취학 연령 기준일 직후에 출생한 학생들

의 고등학교 중퇴율과 성인 범죄율이 높음을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이나 가정환경과는 별개로 고

등학교 졸업이 성인 범죄율 감소에 중요한 인과효과를 미친다는 증거이다.

□ 연구의 우수성

Ÿ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에서 도시 혹은 국가별 학력과 범죄율 데이터 비교를 통해 교육과 범죄 간

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반면, 본 논문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다년간 학생부 기록과 비행 및 범죄 기

록을 이용하여 교육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약점인 학업과 

범죄 참여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였고 단순 상관관계를 넘어 교육이 범죄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추정하였다.

Ÿ 본 연구는 2012년 전미 정책학회(Association for Public Policy Management and Analysis), 2014년 

전미 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연례총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전미 경제학회에서 발

간하는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Impact Factor 5.028) 에 게재되었다. 논문

의 피인용수는 Google Scholar 기준 51회(2020년 4월 12일 기준)이다.

□ 연구와 교육연구팀의 비전과의 부합성

Ÿ 본 연구는 엄밀한 빅데이터 분석이 범죄율 감소와 같은 주요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개인의 학업과 비행 기록을 기반으로 성인 범죄율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였는데 

이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위험군 예측과 이들의 범죄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맞춤형 서

비스 제공은 현재 해외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이다. 사회경제 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문제 개선방안을 꾀한다는 점에서 본 교육연구팀의 목표와도 부합하는 연구이다.

Ÿ 본 연구는 또한 사회경제 분야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내생성을 인지하고 엄밀한 분석으로 내생성

을 통제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런 방법론을 잘 알고 있는 전문연구자가 사회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이다.

Ÿ 본 교육연구팀에서는 이 연구와 같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범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법을 공

공정책 IC-PBL 과정에 포함하여 사회경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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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on-Koo Che and Youngwoo Koh. 2016. “Decentralized College Admis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4(5): 1295-1338.

□ 연구배경 및 논문의 주요내용

Ÿ 대학입시 문제는 교육경제학의 오랜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학생들의 대학에 대한 선호

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대학의 학생선발 전략 및 대학 입시정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Ÿ 첫째, 개별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고 각 대학이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분산화된 입시

(decentralized admissions) 에서 대학들은 다른 대학에서 간과하기 쉬운 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선

별하여 전략적으로 선발할 유인이 있다.

Ÿ 둘째, 대학별 고사, 논술, 면접 등 개별 대학이 다른 대학들과 독립적으로 지원자들의 우수성을 판

단할 수 있는 전형을 시행하고 이에 가중치를 두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이러한 전략적 선발의 

방법이지만, 그 결과 오히려 우수한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으

며 이는 대학 입시의 결과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Ÿ 셋째,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개수를 제한하거나 예비선발

자 명단을 두고 추가모집을 하는 등의 방법은 대학에 선발된 학생들의 등록률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만, 이 경우 학생들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전략적으로 지원할 유인을 가지게 

되어 대학 입시의 비효율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Ÿ 넷째, 만약 교육부와 같은 기관이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학교에 배정한다면 이러한 비효율성을 없

앨 수 있지만, 이 경우 성적이 낮은 학생들과 비인기 대학들은 기존의 분산화된 입시방법을 사용

할 때보다 손해를 볼 수 있다.

□ 연구의 우수성

Ÿ 이 연구는 대학입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분산화된 입시에서 비효율적인 학생 -대학 매칭이 

일어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대학들이 학생들을 전략적으로 선발하는 매커니즘을 규명하고 현

실에서 사용되는 입시정책의 역할 및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Ÿ 이러한 시사점으로 인해 이 논문은 2016년 11월 18일 “다양한 대입 전형, 경제학으로 보면 효율 

낮아”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를 통해 기사화되었으며, 2017년 제47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Ÿ 이 논문은 Google Scholar 기준 64회 인용(2020년 4월 12일 기준)되었다. 논문이 출간된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는 경제학 분야 최상위 등급의 SSCI 학술지이다(Impact Factor 6.342). 

□ 연구와 교육연구팀의 비전과의 부합성

Ÿ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라는 사회경제 현상을 경제학 이론으로 엄밀하게 분석하는 사례를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정시 모집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논술 및 면접 고사를 시행하고 예비자 선발을 통한 추가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에 비추어 해당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결과가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Ÿ 공공정책 분야 IC-PBL 수업에서 이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대학 

지원 전략 및 대학들의 학생 선발 전략에 따른 사회후생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대학 입시

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입시제도 및 교육정책 개선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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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ric Helland and Jungmo Yoon. 2017 “Estimating Effects of English Rule on Litigation Outcom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9(4): 678–682.
□ 연구배경 및 논문의 주요내용

Ÿ 소송 시 비용부담원칙이 사법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미치는 영항에 대한 연구는 법경제학의 전

통적인 주제이다.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것을 American Rule이라 하고 소송에

서 진 쪽이 모두 부담하는 것을 English Rule이라 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학 이론분야의 연구는 꾸

준히 발전되어서 이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표준적인 결과들이 정립되어 있다.

Ÿ 이 주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는 Hughes and Snyder가 1980년대와 1990년도에 수행한 일련의 

분석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English Rule이 불필요한 소송의 빈도를 줄이고, 소송비용을 

낮춘다는 실증적인 “사실”을 정립했고 이러한 결론은 법경제학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

다. 사회적 영향력도 커서 미국 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Ÿ 본 논문은 1980년대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의료분쟁 소송에 적용되는 비용부담원칙에 대한 주의 

법률이 두 차례 거의 임의로 바뀐 사실을 ‘유사실험’으로 사용하여 소송비용 부담원칙이 소송결

과에 미치는 효과를 다시 살펴본다. 연구의 주된 기여는 (i) 새로운 대규모 데이터와 (ii) 새로운 추

정 전략의 사용이다. 

Ÿ 본 연구는 새로운 데이터를 새로운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Hughes and Snyder의 결론이 옳지 않

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즉, English Rule을 따르면 불필요한 소송건수가 줄고 소송비

용이 낮아진다는 주장은 사실 옳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 연구의 우수성

Ÿ 본 연구는 오랜 기간 법경제학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던 기존의 연구를 새로운 증거와 방법론에 

비추어 다시 검증하였다. 기존의 교과서적인 결론의 근거가 사실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빅데이

터를 이용하여 보였다.

Ÿ 본 연구는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플로리다 주의 보험감독원이 제공하는 전수자료를 

사용하여 해당 시기 모든 의료소송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에 따라 플로리다 주가 1981년과 1985년

에 소송비용 부과방식을 American Rule에서 English Rule로 바꾸었다가 다시 American Rule로 돌

아간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었다.

Ÿ 또한 최근 노동경제학에서 쓰이는 Lee bound를 사용하여 샘플편의(sample selection) 문제가 추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는 새로운 추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소송자료에는 까다로운 샘플편의 

문제가 도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방법이 소송데이터를 분석하는 장래 연구에도 유용할 

것이다.

Ÿ 본 논문은 실증경제학 분야에서 최상위 학술지인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impact 

factor 3.636) 에 게재되었다.

□ 연구와 교육연구팀의 비젼과의 부합성

Ÿ 본 논문은 빅데이터 분석을 법률 분야에 적용하여 소송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높이는 데 어떻

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감독원의 행정자료와 같은 빅데이터

를 사용하면 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Ÿ 본 교육연구팀에서는 이 연구를 기반으로 IC-PBL 수업을 통해 빅데이터 행정자료의 수집, 분석, 내

생성의 통제와 같은 방법론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법률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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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교수 연구역량

1.3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 향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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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 현황 분석

□ 연구역량 우수성의 현황

Ÿ 연구역량의 질적 비교를 위해 2016~2017년 2년간 각 학과가 경제학 분야 최상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편수를 조사하였다. 아래 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에서 승진/정년 심사에 사용하는 Top 

Journal list에 속하는 논문 편수를 조사한 것이다. 

<연구의 질적지표, 2016-2017 실적 기준>

구분 Top 논문 총수 전임교원 수 교원 일인당 Top 논문 수

A대학교 24 35 0.68

B대학교 16 34 0.47

한양대학교 8 22 0.36

C대학교 11 30 0.36

D대학교 11 31 0.35

F대학교 1 31 0.03

 

Ÿ 비교대상 국내 최상위 6개 학과 중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는 질적지표 기준으로 C대학교 경제학

과와 공동 3위이다.

Ÿ 분석에 따르면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의 연구역량 수월성은 경쟁대학들에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후술하듯이 연구역량 수월성 지표는 최근에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Ÿ 연구의 질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경향에 발맞추어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는 학과 내부 평

가 시 연구의 정량적 점수를 최대한 배제하고 질적인 측면을 위주로 평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제금융학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문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학과 내부 평가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특히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올라가는 승진 심사와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하는 정년 심

사에서 Top Journal List에 반드시 한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평가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양적 지표에 비해 질적 지표가 우수한 경제금융학과의 연구실적은 이러한 움직임의 결

과이다.

□ 연구역량 현황

 ·연구 질적지표가 국내 최상위 6개 대학중 3위로 우수하며 최근 빠르게 개선 추세

 ·연구 질적 지표 중심의 재임용·승진·정년보장 심사

 ·최근 5년간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등 최우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 게재

 ·우수 신진교수 임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연구력 향상을 위해 학과 자체의 인센티브

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음

□ 연구역량 달성 방안

 ·학술활동비 지원 확대, 데이터 구입비용 지원, 연구 성과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연구 진흥

 ·우수 신임교원 채용 및 우수 대학원생 확보

 ·국내외 우수학자 초빙,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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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우수 논문 성과

Ÿ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 교육연구팀 구성원의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대표적인 우수 논문 성과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성만 교수는 

American Economic Journal - Applied Economics 에 교육과 범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논문을 개

제하였고, 고영우 교수는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에 대학의 학생선발 전략 및 대학 입시정책

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논문을 개제했다. 윤정모 교수는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에 소송 시 비용부담원칙이 사법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미치는 영항에 대한 논문

을 개제하였으며, 남덕우 교수는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에 ‘예측된 충격’이 국가 간 

상대가격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 신진교수 충원을 위한 노력

Ÿ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는 매우 젊은 학과이다. 신진 연구자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다수의 신임교원을 임용하였다. 현재 정년트랙 교수 21명 중 

최근 5년 이내에 4명, 3년 이내에 3명의 신규교원이 임용되었다. 이에 더해 계량경제학/실증금융 

분야의 신진연구자 한 명이 신규 채용되어 2020년 9월 임용이 확정된 상태이다.

□ 연구력 향상을 위한 교원 인센티브 제도

Ÿ 한양대학교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제도에 더해 경제금융학과는 2020년 1학기부터 

연구력 향상을 위한 자체 인센티브제도로 ‘해외학술교류 대상 교수’를 선정하고 있다. 업적평가

가 완료된 직전 1년간 연구업적 중 학과 Top Journal List에 등재된 업적의 총점 순으로 매년 1~3

명을 선정하여 학술교류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급한다. 학과의 구성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제도는 특히 조교수와 부교수들의 연구의욕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 향상 계획 및 방안

(1)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 목표 설정

□ 교육연구팀의 양적 연구역량 강화

Ÿ 본 교육연구팀은 BK21 사업이 진행되는 7년간 매년 전년 대비 논문편수의 10% 향상을 목표로 한

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인 8년차에는 사업 개시 직전 연도 대비 2배로 연

구의 성과가 개선되게 된다. 

□ 교육연구팀의 질적 연구역량 강화

Ÿ 전술한 바와 같이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는 연구의 질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본 교육

연구팀 소속 교수들은 최근 5년간 이미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American Economic Journal,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등의 최상위 학술지에 논문

을 게재한 실적이 있다. 본 교육연구팀은 학과 내부의 Top Journal List 이외에도 IF나 분야별 최상

위 학술지 기준 등을 이용하여 연구역량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구체적으로 IF에 대해서도 양적 지

표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10%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할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인 8년차

에는 사업 개시 직전 연도 대비 2배로 질적 지표를 향상하게 된다. 또한 경제학 분야 최상위 15개 

학술지를 선정하여 매년 교육연구팀에서 적어도 1편의 논문을 이 최상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

Ÿ BK21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교육연구팀 소속 교수들의 연구역량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100 / 200



참여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강화이다. 대학원생들이 단순히 교수의 연구조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석사나 박사 수준에 합당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대학원생들이 경제학의 수요자에서 벗어나 공급자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본 교육연구팀은 이러한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를 주요한 목표로 설정한다.

Ÿ 이를 위해 박사과정 학생들은 졸업 전 자신들의 논문을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연구재단 등재 학술

지에 투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 빅데이터 관련 연구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역량 구축

Ÿ ICT 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점점 용이해지는 상황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갈수

록 부각될 전망이다. 본 교육연구팀은 BK21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빅데이터 연구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및 역량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향후 독립적인 빅데이터 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사업 기간 구축한 역량을 기반으로 사업 종료 후에도 그간

의 성과를 발판으로 지속적으로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나 산업체, 연구기관과의 협업이나 

연구용역 수주를 통해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2)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 달성 방안

□ 연구 여건 조성과 인센티브 제공

Ÿ 교육연구팀 소속 교수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해외 연구자나 기

관과의 교류를 지원하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구입이나 빅데이터 분석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

하여 원활한 연구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쓴다.

Ÿ 지원을 성과와 연동하여 연구성과가 높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인센티브 체계

를 구축한다. 연구실적에 따라 교수에게 배정되는 학생 수와 예산을 재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

구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Ÿ 교육연구팀 구성을 경직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진에서 제외하거나 새로운 연

구진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연구팀에 활력과 긴장을 제공한다.

□ 우수 신임교원 초빙

Ÿ 본 교육연구팀은 우수한 신임교원을 초빙하여 교육연구팀에 충원함으로써 연구역량의 향상을 꾀한

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는 이미 수년 전부터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전미 경제학회 연차총회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nnual Meeting)의 Job Market에서 다수의 신규박사와 신규박사에 

준하는 우수한 인력들을 성공적으로 임용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예외 없이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현재 본 연구팀에 속한 Songman Kang(강성만), 고영우, 이정환, 최자원 교수도 모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용되었으며, 경제금융학과의 이러한 임용 방식은 한양대학교 본부로부터도 그 성과를 크게 

인정받고 있다. 향후 경제금융학과는 이러한 방식으로 빅데이터 관련 분야, 구체적으로 실증 산업

조직론(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과 행동 및 실험경제학(behavioral and experimental 

economics) 등 분야의 전공자를 초빙할 계획이다. 이 분야들은 모두 대규모의 데이터 분석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행동 및 실험경제학은 최근 경제학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정책

적 측면에서 실용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분야의 전공자 임용으로 본 교육연구팀의 연구

범위가 확대되고 경제학계의 최근 동향에 발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인력은 전임교원

의 형태로 임용될 수도 있고 본 BK21 사업에 특화된 연구교수의 형태로 임용될 수도 있다.

□  우수 대학원생 확보

Ÿ 대학원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대학원생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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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학교뿐 아니라 다른 많은 대학교에서 대학원 지원자가 감소하여 대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심화하는 취업난으로 인해 학부생들이 진로 탐색 시 대학원 진학보다는 

취업에 치중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원생은 교수의 연구활동에 대한 조력 및 지

원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대학원생 감소는 대학의 연구역량 향상을 직접적으로 저해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이라는 국가적 과제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된다. 본 BK21 사업의 수

행은 대학원 진학에 대한 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대학원생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

다. 특히 본 교육연구팀의 연구주제인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재무, 금융, 기

업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이 우수인력 확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수인력 확보는 본 교육연구팀의 전반적인 연구역량을 높이고 적정 수준

의 교수-대학원생 비율을 달성하여 자생적인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대학원생 연구역량 강화

Ÿ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은 교수와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이 모두 제고될 때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학

문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BK21 사업의 취지를 생각할 때, 대학원생이 단순한 연구보조인력의 성격

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본 교육연구팀은 매 학

기 10여 차례 열리는 교수세미나에 대한 대학원생의 참석 의무화 규정 마련,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학술지 게재의 졸업요건화, 학술지 논문 게재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원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

해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 국내외 우수학자 초빙

Ÿ 본 교육연구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외부연구자와의 교류 및 협업이 필수적이

다. 현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는 매 학기 10여 차례의 교수세미나를 통해 국내외 외부 연구자

를 초빙하여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는 예산 제약으로 주로 국내 연구자를 초빙하고 있

으나, BK21 사업을 통해 해외 연구자 초빙이 용이해질 것이다. 특히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와 

미국 Emory University 경제학과에서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인구(In-Koo Cho) 교수의 인적 네

트워크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구 교수는 Econometric Society의 Fellow

로 선정된 세계적인 석학으로, Econometric Society Summer School을 수차례 한양대학교에서 개최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Ÿ 해외 연구자 및 기관과의 교류와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에서 운영하는 영문 학술지로 

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JER)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 JER

은 대부분의 투고가 해외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국제화 수준이 매우 높다. 매년 정기적으로 JER 

Conference 형식의 학술대회를 열어,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구자

들을 초빙하여 연구 경험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Ÿ 빅데이터 연구는 잠재적 활용가능성으로 인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책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연구기관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양대학

교 경제금융학과는 이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험개발원 등의 연구기관과 협정을 맺어 교류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으로 교류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BK21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역량 축적은 이러한 교류를 용이하게 할 것이며, 교류에 참여하는 양 기관 모두에 이득이 되는 바

람직한 연구협력 사례를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연구와 관련하여, 본 교육연구팀이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Duke 대학교의 The Rhodes Information Initiative 과정이 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 Duke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매년 Duke 대학을 방문하여 방문학자(visiting scholar)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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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Songman Kang(강성만) 교수가 Duke 대학교와의 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활용

Ÿ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위해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부설 경제연구소(HERi)를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다. 경제연구소는 1963년에 산업문제연구소로 발족한 유서 깊은 기관으로, 영문 학술지

인 JER을 발간하고 북경대 경제연구소, 고베대 경제연구소, 오사카경제대, 하얼빈공과대학교, 인민

대학교, 난양공대(NTU) 등 다양한 기관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다양한 학술교류를 펼쳐오고 

있다.

Ÿ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연구소는 본 교육연구팀이 향후 BK21 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연구기관과 교류할 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Ÿ 장기적으로 본 교육연구팀이 독자적인 빅데이터 분석 연구 기관의 성격으로 활동할 때도 경제연구

소가 시설이나 공간과 같은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Ÿ 경제연구소의 공간을 신진연구인력과 초빙연구원의 연구공간으로 활용하여 제공한다.

Ÿ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들의 연구물을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에 경제연구소의 워킹페이퍼로 

출간한다.

Ÿ 대학원생의 연구성과물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대학원생 공동세미나를 연 1회 개최하고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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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사회에 대한 기여도

2.1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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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우 교수1. 

□ 고영우 교수는 교육 대학입시와 관련된 이슈를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고육 및 입시제도 개선에 기여하였다.

□ 고영우 교수가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에 게재한 는 우리“Decentralized College Admissions”

나라의 대입제도에 대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언론 인터뷰, 

와 대외 강의를 통해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년 월 일에 기사화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에서처럼 학생이 2016 11 30

어떤 대학을 선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대학은 학생의 선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할 때 비

효율이 야기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앙 집중화된 입시 방법을 사용하. 

더라도 성적에 따른 줄 세우기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년 월 일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에서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2017 2 13

강의를 실시하여 입학사정관들이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제도 및 대입시장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성, 

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남덕우 교수2. 

□ 국제금융 및 보험산업 분야에서 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아시아 국가 통화 가치 안정 거시경제 , 

안정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 

□ 국가들간의 다자간 통화스왑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ASEAN+3 “ (CMIM: Chiang Mai 

체제하에서 중국의 위안화 등 국가들의 역내통화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ASEAN+3 (local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년도 기획재정부 주관currency) (2018 )

 이 연구는 역내통화 활용 방안이 궁극적으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역내 의존도를 감소시켜 CMIM 

글로벌 경제위기시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유동성 및 국제수지 위기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예상되

나 역내통화가 에 공여가 된다면 오히려 기존 미국 달러 중심의 구제금융 역할이 저해, CMIM CMIM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책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를 글로벌 경제위기 시에 회원 국가들 간의 미국 달러 유CMIM ASEAN+3 

동성 공급에 실효적 효과를 지닐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미국 중앙은행과의 양자간 , 

통화스왑협정 정책에 힘써야 한다는 정책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의견의 중요성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국의 선제적19 

인 한미 간 억 달러 통화스왑 체결로 더 강조되고 있다600 .

□ 한국거시경제구조에 특성화된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구축 년도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DSGE) model) (2018 )

 대내외 거시정책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틀로서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 

을 개발하였다small open economy model) . 

 남덕우 교수가 개발한 모형은 소비재 투자재 수출재 및 수입재 생산의 다양한 생산 구조를 도입, , 

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생산 부문에서 각각 다른 가격 경직성을 허락하는 등 기존 한국은행의 표

준 예측 및 추정 모형인 모형과 차별되는 것으로 평가된다New BOK-DSGE .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과 제시된 베이지언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금융위원, 

회의 거시건전성 정책에 중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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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

 보험보험 협의효율 구조 디자인 요율조정 외환의 환헤지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 연구결과, , , 

들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책 당국이 보험사 해외투자에 관한 규제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 참고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보증보험의 협의요율 상품의 자사요율 전환 및 상품통합 연구를 수행하여 년도 보험개발원이 (2017

주관 보증보험의 협의요율 상품의 자사요율 전환 및 상품통합 연구를 진행하여 보증보험사의 대) 

표 기업인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자체 협의요율 상품의 요율 산정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였다.

 보증보험 요율조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년도 보험개발원 주관 의 수행을 통해 기존 요율조정 (2018 )

방법론을 개선시켰다.

 국내 보험사의 해외투자 및 환헤지에 관한 연구 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수행으로  보험사에 대(2019 ) 

한 외환종합포지션 규제 등 현행 보험사의 해외투자 관련 규제로 인하여 보험사가 비효율적인 환

헤지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춘걸 교수3. 

□ 은행산업 규제 관련 연구와 에너지 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은행산업 안정화와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방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 미국의 은행산업의 생산성 효율성 재무위험 전략 지배 구조 시장 가치 연구 미국 , , , , (Joseph Hughes 

교수 회장과 공동연구Rutgers University , Loretta Mester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 1996

년 현재 를 통해 미국의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에 기여하였다~ ) . 

 제일 최근 발간된 연구물은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합병 등을 통하여 규모가 커지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역의 소규모 기업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금융정책 기관의 

선험적인 선입견이 실증적으로 근거가 없음을 은행의 성과지표와 은행에 대한 주식시장의 평가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연구물에서는 은행의 대출부도율을 내재적 신용위험에 기인하는 부분과 대출관리의 비효율

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분해하는 기법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이 기법을 은행의 주식에 대한 시장평, 

가와 연계시켜 대출관리의 비효율에 기인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규율 낮은 주가 하는 반( )

면 내재적인 신용위험에 기인하는 부분은 은행 규모에 따라 시장에서 차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의 은행산업에 대한 정책을 시장의 안정화 측면에서 평가하면 규모. 

별로 차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실적에 포함된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제산업과 수송용 유류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과점산업인 정제산업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송용 유류에 관하여 피상적인 판단으로 정

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국들에 대한 패널 시계열 , 

자료를 구축한 후 객관적인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피상적인 판단의 대부분이 실증적으로는 오판에 

해당함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정제산업과 수송용 유류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 객관적인 지향점

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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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수4. 

□ 법인세제 부동산세제 공공투자 타당성 분석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세제개편 및 공공시설 가치평가 , , 

개선에 기여하였다.

□ 법인세와 가계부채 간의 관련성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세계 주요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계 부채

문제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년 2019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에 게재한 "Corporate income taxes, corporate debt, 

는 세계화에 따라 주요 국가들 간에 심화된 법인세 인하 경쟁이 법인부채 감and household debt”

소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가계부채의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해로운 법인세 인하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

다.

 년 부동산분석 에 출간한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2018 “ ”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유세의 강화가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실증 분석을 통해 보

였다.

 이러한 논문의 분석 결과는 현 정부의 재산세 강화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 종합복지관의 가치측정법 계산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 과제로 용인시 보정동 종합복지관 사전타당성 조사에 참여하여 2019

종합복지관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보다 엄밀하게 측정하고 종합복지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 이 가지는 기존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계(CVM)

자료에 기반한 시장가치 측정법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도서관 편익계산 방식에 있어 후속 연구들, 

이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측정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정환 교수5. 

□ 신지급여력제도 도입과 관련된 각종 연구와 건설관련 토지보상금 산정 및 지역발전도의 타당성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미얀마 지역 발전에 기여하였다.

□ 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사의 재무건정성 안정 확보를 위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22

제도 대비 모형에 기반한 금리리스크 최적 추정 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K-ICS , DNS ” . 

 신지급여력제도는 시장리스크 산출을 기반으로 보험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요구 자본의 양을 

결정하는 것으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의 가이드하에 진행(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되고 있다.

 이정환 교수는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보험사 자산 리스크에 중심이 되는 금리 리스크 모형에서 

기존에 국제표준으로 제시되었던 모형보다 Dynamic Nelson-Siegel(DNS) Arbitrage Free Nelson -

모형이 재무이론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현실 적합성 차원에서도 기존의 모Siegel(AFNS) DNS 

형보다 더 성과가 좋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이자율 기간구조의 시계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대한 , , 

광범위한 이자율 기간구조 데이터를 확인하여 도출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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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정환 교수는 연구 보고서 작성 완료 이후에도 연구과제 수행을 요청한 삼성생명과 보험 실

무를 담당하는 보험개발원 및 규제를 설계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K-ICS 

한국이 국제감독자협의회 에 신지급여력제도 관련 국제 표준 금리리스크 모형으로 모형 (IAIS) AFNS 

사용을 제안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에 따라 제도 수행 시 금융감독원이 금리추정 모형을 기. K-ICS 

존의 모형에서 모형으로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DNS AFNS .

□ 년 월에 시작한 미얀마 짝퓨 지역 육상터미널 건설관련 토지보상금 산정 및 지역 발전도 등2019 11 “

의 적정성 평가 의 수행을 통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 방식을 평가하고 미래를 ”

대비하는 새로운 모형을 구성하여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전략 

수립에 기여하였다.

 특히 본 연구용역 수행을 위하여 이정환 교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미얀마 짝퓨 지역을 방문하여 병원 기업 학교 태양광 발전소 사업 망그로브 숲 , , , , , 

조성에 이르는 사업을 실사하고 기업 사회공헌활동 관련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였다 수집된 미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회공헌사업의 방향성과 적정성에 대

해 평가하였다.

 기존에 자선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회공헌 활동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영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개발 도상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 여지가 있어 기업의 가치를 증

진시키는 효과가 미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이러한 가치 증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 

능동적인 빈곤퇴치 프로그램이 사회공헌 활동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밝혔다.

전영준 교수6. 

□ 에 참여하여 헝가리의 조세지원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헝가리 세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개편과 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촉진 지원세제에 대한 경험을 바2018 . 

탕으로 헝가리 조세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의 일환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으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었다2017 8 31 2018 6 30 . 

 본 사업은 헝가리 재정부 가 한국의 고용촉진세제에 대한 경험의 공유를 요청(Ministry of Finance)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헝가리는 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과 고용을 기록하며 경제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여 왔으나2010 , 

이러한 경제의 호조는 역설적으로 노동력의 부족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력을 . 

공급처로 헝가리 재정부는 추가적인 고용의 증진의 가능성을 특정 인구집단에서 찾고 있다.

 세 이하 청년층 세 이상 노인층 여성 그리고 이들 인구집단 이외에 비숙련 노동자 등에 대25 , 55 , , 

한 세제해택을 부여하기 위해 이들의 고용에 대한 사회부담금의 고용주 부담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

 본 사업은 이러한 제도개편과 유사한 한국의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헝가리정부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고용촉진 세제는 고용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와 같이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이루어

져 그 효과가 미미했던 것에 비해 헝가리의 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제

도개편이 이루어진 점은 매우 타당한 방향의 개편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의 대폭적인 인상은 고용의 감소 최저임금 수준 미만에서 비숙련 근로자를 , 

고용하는 불법행위의 증가가 야기된 한국의 경험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못하며 이에 대한 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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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는 의견을 헝가리 측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을 헝가리가 고려하여 제도개편에 적극 . 

반영하고 있다.

□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고용영향 평가 연구를 수행하여 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제도 개편2018

에 기여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조세정책에 대한 심층평가의 일환으로 년 월 2018 3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행되었다26 2018 8 25 .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제 조 항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11 10 1

의 고용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국세청에 제공한 법인세 신고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 

과 분석대상이 되는 세액공제 제도의 고용증진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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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산업사회 문제 해결 기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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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 제공1. 

□ 본 교육연구팀은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 모형 하에서 연구팀 참여 교수가 다양한 산업 및 “ ”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빅데이터 교육 방법론인 산업연계형 기반 교수학습법 과 다양한 빅데이터 PBL (IC-PBL)

사회경제 분석 결과물들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출간하는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어 있다.

산업 연계형 플랫폼1) PBL-

□ 산업연계형 플랫폼 제공 환경PBL-

 한양 사회경제 빅데이터 교육 모형 에서 채택한 최적 빅데이터 교육 방법론인 교수학습“ ” IC-PBL 

법은 일반적인 교수 학습법과 달리 산업 및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고 이 플랫폼PBL , 

을 통해 교육연구팀원들은 다양한 산업 사회 문제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다· .

 즉 교과과정의 개설 문제 제기 해결 과정이 산업현장의 요구에 맞게 구성이 되었으며 이러한 산, , , 

업 적합성에 대한 교과 과정 구성 전반은 한양 교수 학습 센터의 컨설팅하에 이루어진다IC-PBL .

 산업 연계형 교육은 한양 교육센터의 컨설팅하에 옴니버스 강좌 필드 트립 전문가 PBL IC-PBL , , 

특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맞춤형 교과과정 설계가 가능하며 문제의 전문성 정, 

도에 따라 박사 이상의 기본 역량을 갖춘 맞춤형 클래스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산업연계형 교육은 산업 연관성을 바탕으로 본교 내 타 학과에서 풀무원 기아자동PBL , 

차 등과 공동 문제를 제기하여 산업 연계형 기반 강의를 현재 운용 중이며 실제 기업 사PBL , ·

회 산업의 현장 문제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관련 맞춤형 수업 설계가 가능하다· .

□ 산업 연계형 교육 연구팀 내 산업 및 사회 문제 분석 현황PBL-

 본 교육팀 내에서 이미 산업연계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수자PBL 

와 학생이 공동으로 산업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이 운영 중이다.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산업 및 사회 문제를 찾아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분석하거나 기관의 실무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교수의 지도하에 빅데이터, MOU

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두 가지 타입의 산업연계형 교PBL 

과목이 운영 중이며 여러 가지 산업 사회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

 이정환 교수는 산업연계형 과목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금융 문제 분석 과목을 통해 PBL “ ” 

교과목 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제시한 다양한 사회경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

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교과 과정을 통해  서울시 무인자전거 정책인 따릉이. “ ‘ ’

관련 수요 예측과 관련 정책 평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 범죄 예방 효과 분석 다양한 ”, “ CCTV ” 

현실 과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 정책시사점을 찾았다.

□ 본 교육연구팀은 참여 교수가 다양한 산업 및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플

랫폼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대내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 산업연계형 기반 교수학습법PBL 

(IC-PBL)과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 교육연구팀은 교육 보건 조세 범죄 금융 거시 경제 보험, , , , , , 등 넓은 스펙트럼의 산업 및 사 

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지닌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참여교수들은 빅데이터 , 

분석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분석을 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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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교수는 경제분석실무 -공공경제 를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협력 기관으로 하는 산업 현”

장 통합형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수업 기간 중 주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무 경험과  IC-PBL . 8

연구위원들과의 매칭을 통해 학생들은 무상급식제도와 국가장학금 제도가 학생 성취도에 미1:1 “

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영교”, “ ”

수는 이러한 연구과정 및 정책적 시사점 분석에 대한 학생들의 자문에 응했다.

□ 산업 연계형 운용 계획 PBL- 

 본 교육연구팀은 단기적으로 경제금융학과가 체결한 여러 를 기반으로 산업 및 사회 연관성이 MOU

높은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현재 공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외에도 보. 

험연구원 은행 연구원 텔레콤 등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장을 통해 현실 사, IBK , SK- MOU 

회 경제문제를 연구팀원과 대학원생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본 교육팀은 장기적으로 한양대학교 및 기존 사업인 금융퀀트빅데이터 사업 을 통해 IAB CK-II “ ”

유지되는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제 기업의 문제를 산업 연계형 교과과정에 반영하, PBL 

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산업 및 기업의 문제를 교육연구팀 연구자와 참여 대학원생의 공동 연구를 .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2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 구성) 

□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 플랫폼 운영 방식-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은 참여 교수 및 대학원생이 빅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한 사회경제 

문제를 자료수집 과정 문제정의 및 해결 과정을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 출간 , /

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는 동시에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에 단독 혹은 대학원생과 공동으

로 참여하여 사회경제 문제 분석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출간하게 된다.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은 교육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IC-PBL . 

라 교과과정 속에서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된 많은 산업 및 사회 문제들을 이 프로그램을 IC-PBL 

활용하여 출간하고 이 사례 분석을 사회와 공유한다.

 기업 사회 산업 문제는 높은 전문성으로 인해 참여대학원생 단독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 ·

운 경우가 많다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는 자신의 연구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학원생과의 . 

공동연구 방식를 통해 전문성이 높은 산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

램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 구성 - 지식 공유를 위한 성과물 출간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은 단계에 걸친 성과물의 출간을 통해 교육연구팀이 제시한 산3

업 사회문제의 해결책이 사회와 공유되고 실질적인 해결책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단계로 교육연구팀 자체 웹페이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출간하고 단계로 등 온라인 미1 , 2 Wikipedia 

디어  항목 작성을 통해 자료를 출간하며 단계로 산업 사회 문제 해결 성과가 우수한 케이스 , 3 ·

스터디 자료들은 한양대학교 데이터 제공기관 기관 기업 등을 통한 오프라인 출간을 유도, , MOU , 

한다.

□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빅데이터 오픈 아카이브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참여연구팀 교수들은 케이스 스터디 주제 관련 

분야 지식을 확장할 뿐 아니라 본인의 연구 역량을 사회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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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케이스스터디 결과물을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연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수

요를 창출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이 문제. 

를 교육에 반영하여 참여 대학원생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IC-PBL .

개별 연구자의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 수행 계획2. 

□ 교육연구팀의 개별 사회 문제 해결 역량 

 본 교육연구팀은 교육 보건 조세 범죄 금융 거시 경제 보험 등 넓은 스펙트럼의 산업 및 사회 , , , , , ,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지닌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교육연구팀은 참여 교수들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 및 경제 데이터 특성, 

에 적합한 최신 빅데이터 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인문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

기반의 연구 분석을 행할 것이다.

□ 개별 연구자의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 수행 계획 

 아래 표는 현재 본 교육연구팀 내 개별 연구자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미래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산업 및 사회 문제에 대해 분야를 구분하고 그 연구 주제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다.

분야 참여교수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 계획 

교육

고영우

이영

최자원 

 개별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방안 모색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상호작용이 보다 더 원, , 

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생에게는 개별 맞춤형 학습과 진로지도가 ,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 이와 같은 교육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은 학교를 넘어 교육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학생 선발 특화 교육 학교 규제 등의 개선, , 

을 시도한다.

보건
전영준

윤정모 

 한국 의료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의료제공 공공영역에서 보, 

건의료 혁신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연구 수행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환자 진료기록 임상데이터 의료영상 이미지, , , 

유전자 통계 질병정보 생활 소득 환경 정보 등 그 범위가 방대하, , · ·

고 정형화된 정보뿐 아니라 비정형 정보를 포괄하는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 이 데이터를 통한 분석은 맞춤형 의료제공 공공영역에서 보건의료 혁, 

신과 의료의 질 향상에 활용할 가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해 의료를 통한 경제적 가치 확대 및 사회, 

후생을 증진이 가능한지 초점을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조세

재정

이영

전영준

 조세 재정회계정보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조세 및 재정회계정보 관련 기관 내 외부 데이터의 연계 데이터베이, ･

스의 품질관리 공유데이터의 관리 정보보안의 관점에서 조세재정회, , 

계정보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조세 재정회계정보 개선을 통해 자료의 정책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하는 재무회계 정보도 성과평가 투명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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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활용하도록 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노동시장

노사관계

Songman 

Kang

최자원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도입을 통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정

책의 효과성 연구

-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의 도입을 통해 생산과정의 효율성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 조직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 최저임금이나 고용시간의 변화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사회환경 변화

에 따라 기존과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효과를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분석한다.

범죄

분석

Songman 

Kang

 범죄와 재판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하고 를 이용한 판결을 AI

통한 재범위험 예측과 감소의 가능성 등에 대한 실증 분석 수행

- 경찰청은 년 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빅데이터 기반 범죄 2016 52 ‘

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을 치안과학기술 신규 사’ R&D 

업으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물인 클루 라는 범죄 분석 프로그램을 ‘ ’

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2019 .

- 이 분석프로그램은 날씨 인구분포 공시지가 등의 공공데이터와 경찰, , 

이 보유한 범죄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의 범죄 발생을 예측한

다.

- 범죄 분석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정책

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제금융

거시경제
남덕우

 신용카드 정보나 개별기업실적 정보와 같은 자료들을 거시경제정책 변

수 예측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현재의 분기단위 예측이 아닌 실시간 

예측 구현

-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이미 년 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2 “

시경제 초단기 예보 및 전망(Macroeconomic Nowcasting and 

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실시간 Forecasting with Big Data)”

빅데이터를 거시경제 예측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중이다.

-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 데이터보다 자료 수집 및 결과 분석이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제변수 예측을 시도한

다.

공공사업

평가

Songman 

Kang

이영

최자원

윤정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정책의 효과를 직접 분석하는 증거기반 공공

사업 평가 수행

- 최근 빅데이터 활용의 증가에 따라 증거기반의 공공사업 평가가  활

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 문제 관련 데이터를 보

유하고 있고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들의 상호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

- 여러 선진국들에서 환경 에너지 수감자 관리 재난 관리 혁신 분야 , , , , 

등의 공공부문에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및 운용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향후 보다 광범위한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 이러한 발전방향을 기반으로 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한 공공정책 평가 

연구를 수행한다.

금융 이정환  빅데이터의 종합적인 활용에 초점을 맞춰 핀테크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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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 수행

- 국내외 금융기업들은 마케팅 상품개발 리스크 관리 신용평가 등 금, , , 

융 전반에 빅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 예를 들어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 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BOA)

리스크 모델을 고도화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관리와 손실예측 처리시간도 , 

단축시킨 상황이다.

- 시티은행 은 의 왓슨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Citi bank) IBM (Watson)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존 신용평가 모델을 보완해 연체여부 연체기간, , 

거래내역 패턴 분석 등 고객 계좌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 

해 오고 있다.

-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금융 빅데이터의 종합을 통해 금융활동의 

분석을 시도한다.

보험
남덕우

이정환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의 빅데이터 활용법 분석

- 현재 보험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미국 생명보험사 메트라이프 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약 (MetLife)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억 명 이상의 고객 데이터를 하나의 시70 1

스템으로 통합하여 상품 판매 및 마케팅 고객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

- 영국 대형보험사 아비바 는 고혈압 당뇨 우울증과 같은 질병에 (Aviva) , , 

걸릴 위험의 예측을 위해 기존의 의료진단 정보 혈액 및 소변 샘플 분(

석 등 를 활용하는 방식 대신 신용평가보고서와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

를 이용한 건강 위험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 이러한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방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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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국제화 현황

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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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 참여 실적 현황

Ÿ 총 90건, 1인당 평균 10건

Ÿ 본 교육연구팀 참여 교수들은 유수 국제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진행 중인 연구를 발표하고 해외 연

구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는 등 왕성한 국제 학술 교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2015.1.1.~2019.12.31.) 총 90건에 달하는 국제 학술활동 참여 실적에 잘 드러난다(※ 교육연구팀 참

여 교수의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전체 목록은 별첨자료로 첨부. 하나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여러 

역할을 맡은 경우는 각각 독립된 건으로 간주. 예를 들어, 발표뿐 아니라 토론도 한 경우가 이에 

해당).

□ 참여 내용 

Ÿ 기조연설 3건, 발표 49건, 토론 30건, Program committee 6건, Organizing committee 2건

Ÿ 국제학회 및 학술대회 활동 내용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본 교육연구팀 참여 교수들의 학문적 우수

성을 잘 보여준다. 첫째, 본 교육연구팀 교수들이 참여한 학술대회의 다수는 경제학 일반 혹은 각 

연구 분야의 대표 국제학회가 조직하고 최신 우수 연구 결과만을 엄밀히 선발하여 구성하는 유명 

학술행사이다. 둘째, 본 교육연구팀 참여 교수들은 논문 발표 및 토론 활동뿐만 아니라, 주요 학술 

행사의 조직 위원으로도 국제 학회 활동을 수행해 왔다. 해당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보여

주는 학자들이 주요 국제 학술 대회 조직 위원으로 발탁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 교육연구팀 교수

들이 국제 학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Ÿ 국제 학회 및 학술대회 활동의 대표 사례는 아래 표와 같다. 대표 사례에는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EA), Econometric Society, Canadian Economic Association, 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WEAI), Society of Labor Economists (SOLE), European Association of 

Labour Economists (EALE),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Economic Theory (SAET) 등의 유명 

학회에서 조직한 학술대회, 혹은 초청된 소수 정예 연구자만 참가 가능한 명망 높은 학술 심포지

엄 참여 실적을 포함하였다.

□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들은 최근 5년간 매우 활발하게 세계적 수준의 국제 학술활동 실적을 보

이고 있다. 

Ÿ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들의 국제학회/학술대회 참여 실적은 총 90건(기조연설 3건, 발표 49건, 

토론 30건, Program committee 6건, Organizing committee 2건), 1인당 9건에 이르고 있다. 

Ÿ 본 교육연구팀 소속 학과는 일본의 고베대, 싱가포르의 난양공대, 중국의 인민대, 일본의 오사

카경제대와 장기간 정례 학술교류를 가져오고 있는데, 지난 5년간 Hanyang-Kobe-Nanyang 

Joint Symposium in Economics을 2회, HYU-RUC Joint Symposium 2회, HERI-ISBR Joint 

Symposium 2회 개최하였다. 

Ÿ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들은 국제 단행본 내 논문 1건, SSCI급 학술지 편집위원 활동 2건, SSCI, 

SCI(E), SCOPUS급 학술지 논문심사자 활동 95건의 국제 학술지 관련 실적을 보이고 있다.

Ÿ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들은 유수 해외대학에서 13건의 초청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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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교수명 참여내용 연월 학술대회명 개최국 도시

1
Songman 

Kang
발표 2017.06.

The 2017 Asian Meeting of the 

Econometric Society
중국 홍콩

2 고영우 토론 2016.01.
The 2016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nnual Meeting
미국

샌프란시

스코

3 고영우 발표 2016.08.
The 2016 Asian Meeting of the 

Econometric Society
일본 교토

4 고영우 발표 2017.06. The 17th Annual SAET Conference 포르투갈 파로

5 고영우
Organizing 

Committe
2017.08.

Summer School of Econometric 

Society
대한민국 서울

6 고영우 발표 2018.06. The 18th Annual SAET Conference 대만 타이베이

7 고영우
Program 

Committee
2018.06. The 18th Annual SAET Conference 대만 타이베이

8 고영우 발표 2018.10.
CUHK Workshop on Microeconomic 

Theory
홍콩 홍콩

9 고영우 발표 2018.12.
Asia-Pacific Industrial Organization 

Conference 2018
호주 맬버른

10 고영우 발표 2019.07. The 19th Annual SAET Conference 이탈리아 이스키아

11 윤정모 발표 2017.04.
The Boneyard Econometrics 

Conference
미국 샴페인

12 윤정모 발표 2018.06.
The 2018 Asian Meeting of the 

Econometric Society
대한민국 서울

13 윤정모 발표 2019.06.
Economic Applications of Quantile 

Regression 2.0
포르투갈 리스본

14 전영준 발표 2019.06.
The 52nd Annual Conference of 

Canadian Economics Association
캐나다 몬크리올

15 전영준 토론 2019.06.
The 52nd Annual Conference of 

Canadian Economics Association
캐나다 몬크리올

16 전영준 발표 2019.07.

The 94th 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Annual 

Conference

미국
샌프란시

스코

17 전영준 토론 2019.07.

The 94th 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Annual 

Conference

미국
샌프란시

스코

18 최자원 발표 2015.01.
The 2015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nnual Meeting
미국 보스턴

19 최자원 발표 2015.06.
The 4th SOLE-EALE World 

Conference
캐나다 몬트리올

20 최자원 발표 2015.08.
The 11th World Congress of the 

Econometric Society
캐나다 몬트리올

21 최자원
Organizing 

Committe
2017.08.

Summer School of Econometric 

Society
대한민국 서울

22 최자원
Program 

Committee
2018.12.

The 2nd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 Annual 

Conference

대한민국 서울

23 최자원 발표 2019.09. The 31st EALE Annual Conference 스웨덴 웁살라

24 최자원
Program 

Committee
2019.12.

The 3rd Asian and Australasian 

Society of Labour Economics Annual 

Conference

싱가포르 싱가포르

<최근 5년간 (2015.1.1. ~ 2019.12.31.) 국제 학회/학술대회 참여 대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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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연구팀 소속 학과가 주관한 국제학술행사

□ 본 교육연구팀 소속 학과는 고베대, 난양공대, 인민대, 오사카경제대와 학문 교류 협정(MOU)을 체결

하여, 이들 대학과 함께 정기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주관해오고 있다. 현재 아래 세 국제 학술 심포

지엄이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본 학과와 교류 대학이 해마다 번갈아가며 개최한다(※ 지난 5년간 국

제 교류 학술 심포지엄 전체 목록은 별첨자료로 첨부).

Ÿ Hanyang-Kobe-Nanyang Joint Symposium in Economics

-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고베대 경제학부/경제경영연구소, 난양

대 경제학부가 참여한다. 근거 MOU 체결은 2012.09.04(난양대), 2001.02.23(고베대)에 이루어졌다. 

Ÿ HYU-RUC Joint Symposium

-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과 인민대 경제학부/응용경제학부가 교대

로 주최한다. 근거 MOU는 2009.04.10.에 체결되었다. 

Ÿ HERI-ISBR Joint Symposium

-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한양대 경제연구소(Hanya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와 

오사카경제대 중소기업연구소(Institute of Small Business Research and Business Administration)가 

교대로 주최한다. 근거 MOU는 1998.06.16.에 체결되었다. 

□ 특히, 최근 5년간 본 교육연구팀 참여 교수들이 조직, 개최에 참여하여, 본교에서 열린 국제 교류 학

술 심포지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Ÿ The 4th and 7th Hanyang-Kobe-Nanyang Joint Symposium in Economics

- 일시: 2016.06.03. (제4회), 2019.06.14. (제7회)

- 학술대회 내용: 제4회 심포지엄에서는“In Search of New Economic Thinking”, 제7회 심포지엄

에서는 “Current Issues in Global Economies and Their Implications to Asian Countries”라는 주

제로 미시, 거시, 계량 등 다양한 경제학 분야의 이론, 실증 최신 연구가 발표되고 논의되었다(아

래 사진 참조).

- 본 교육연구팀 참여 교수의 활동: 제4회 심포지엄에 Songman Kang, 고영우, 남덕우, 윤정모, 이

정환, 최자원 교수가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7회 심포지엄의 경우, 이영, 전영준 교

수가 조직 및 진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영준 교수가 경제연구소장으로서 기조연설

을 담당하였고, Songman Kang, 고영우, 남덕우, 윤정모 교수가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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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The 9th and 11th HYU-RUC Joint Symposium

- 일시: 2016.05.20. (제9회), 2018.05.11. (제11회)

- 학술대회 내용: 제9회 심포지엄에서는 “Frontiers in Economics”, 제11회 심포지엄에서는 

“Global & Local Economies”의 주제로 금융시장, 국제무역, 부동산, 이민, 의료 분야의 정책 이

슈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활동: 제9회 심포지엄에 Songman Kang가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제11

회 심포지엄에는 Songman Kang, 이정환, 전영준 교수가 발표자 혹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Ÿ The 13th and 15th HERI-ISBR Joint Symposium

- 일시: 2016.11.04. (제13회), 2018.11.09. (제15회)

- 학술대회 내용: 제13회 심포지엄에서는 “Sustainable Growth for the Asian Economy and 

Business”, 제15회 심포지엄에서는 “Small-medium Enterprises and Employment of the Young: 

Experience of Japan and Korea”라는 주제로 경기 변동, 기업 경영 환경, 노동 시장, 및 노동자

의 인적 자본과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었고 그 정책적 함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본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활동: 제13회 심포지엄에 Songman Kang, 윤정모, 이정환, 최자원 교수

가 발표자 또는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제15회 심포지엄의 경우, 이영, 전영준 교수의 주도로 개

최되었으며, 당시 경제연구소장이던 전영준 교수가 기조연설 및 발표를 담당하였고, Songman 

Kang, 이정환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3. 국제 학술지 관련 활동

□ 학술지 편집위원 활동(2건)

Ÿ 고영우 교수: 2018년부터 현재까지 SSCI 학술지인 Korean Economic Review 의 Editorial Board 일원

으로 학술지 발간에 참여하고 있다.

Ÿ 문춘걸 교수: 2004년부터 2019년까지 SSCI 학술지인 Journal of Asian Economics 의 Executive 

Editor로 활동하였다.

□ 학술지 논문심사자 활동(95건) 

Ÿ 지난 5년간(2015.1.1.~2019.12.31.) 실적: 본 교육연구팀 참여 교수 9명이 54개의 SSCI, SCI(E), 

SCOPUS급 국제저명학술지에서 95건의 논문심사자 활동을 수행하였다. 해당 국제학술지의 대다수

가 SSCI급 학술지 중에서도 경제학 분야 일반 혹은 각 분야의 최상위등급 학술지라는 점에서 교육

연구팀 참여 교수들의 국제 학계에서의 학문적 위상을 알 수 있다(※ 교육연구팀 참여 교수의 학

술지 논문 심사자 활동 전체 목록은 별첨자료로 첨부).

Ÿ 본 사업단 참여교수가 논문심사자로 참여한 학술지 대표 목록(알파벳 순)은 다음과 같다. 

- SSCI 학술지: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Econometric Theory, Econometrica, Economic Inquiry, Economic Theory, 

Games and Economic Behavior, Health Economics,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Journal of Econometrics,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Journal of Economic Theory, Journal of Human Resourc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Labour Economic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Theoretical Economics, 

World Development 등 41개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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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 학술지: Journal of Statistical Planning and Inference 등 6개 학술지 

- SCOPUS 학술지: Education Economics 등 7개 학술지 

4. 국제 저술 활동

□ 단행본 내 논문(1건): 문춘걸 교수가  Rutgers 대학의 Joseph P. Hughes 교수 및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의 총재(President)인 Loretta J. Mester 박사와 공동 연구한 논문이 Edward Elgar 

출판사가 2017년 9월에 편집 및 출판한 서적인 Handbook of Competition in Banking and Finance 내 

하나의 챕터로 포함되었다.

Ÿ Joseph P. Hughes, Loretta J. Mester, Choon-Geol Moon,“Measuring agency costs and the value 

of investment opportunities of US bank holding companies with stochastic frontier estimation”in 

Jacob A. Bikker and Laura Spierdijk, eds., Handbook of Competition in Banking and Finance, 

Edward Elgar, 2017.09 (ISBN: 978-1785363290) 

5. 국제 학술 세미나 활동 

□ 본 교육연구팀 참여 교수 중 고영우 교수와 최자원 교수가 북미와 아시아 소재 유수 대학으로부터 

초청받아 총 13건의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제 학술 세미나 활동 목록은 아래와 같다.

연번 교수명 발표논문 제목 일자 초청기관

1 고영우 Decentralized College Admissions 2015.02.06. University of Iowa

2 고영우 Decentralized College Admissions 2015.04.24.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3 고영우 Decentralized College Admissions 2015.04.28. University of Tokyo

4 고영우 Information Acquisition in Interdependent 
Value Auctions 2015.11.26.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5 고영우 Information Acquisition in Interdependent 
Value Auctions 2015.11.27.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6 고영우 Repeat Applications in College Admissions 2018.01.22. Columbia University

7 최자원 Child Gender and Parental Inputs: No More 
Son Preference in Korea? 2015.01.08.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8 최자원 Transition of Son Preference: Child Gender 
and Parental Inputs in Korea 2015.11.11. University of Hong 

Kong

9 최자원 The (L)ATE and Fixed Effects in Multi-Site 
Experiments with Endogenous Site Selection 2016.04.20.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10 최자원 Transition of Son Preference: Evidence from 
South Korea 2019.03.27. Cornell University

11 최자원
The Long-Term Effects of Labor Market 
Entry in a Recession: Evidence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2019.09.12. Princeton University 

12 최자원
The Long-Term Effects of Labor Market 
Entry in a Recession: Evidence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2019.10.08. University of Houston

13 최자원
The Long-Term Effects of Labor Market 
Entry in a Recession: Evidence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2019.11.08.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최근 5년간 (2015.1.1.-2019.12.31.) 국제 학술 세미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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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표 3-5> 최근 5년간(2015.1.1.2019.12.31.) 국제 공동연구 실적

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 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

소공동연구팀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
Songman

Kang

"Philip J.

Cook,

Anthony A.

Braga,

Jens

Ludwig,

Mallory E.

O’Brien"

"미국/Duke

University,

미국/Rutgers

University,

미국/University

of Chicago,

미국/Marguette

University"

Philip J. Cook, Songman Kang,

Anthony A. Braga, Jens Ludwig, and

Mallory E. O’Brien. 2015. "An

Experimental Evaluation of a

Comprehensive Employment-Oriented

Prisoner Re-entry Program."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1(3):

355-382.

https://doi.org/10.

1007/s10940-014-

9242-5

2
Songman

Kang

Philip J.

Cook

미국/Duke

University

Philip J. Cook and Songman Kang.

2016. "Birthdays, Schooling, and

Crime: Regression-Discontinuity

Analysis of School Performance,

Delinquency, Dropout, and Crime

Initiat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8(1): 33-

57.

https://doi.org/10.

1257/app.20140323

3 고영우
Yeon-Koo

Che

미국/Columbia

University

Yeon-Koo Che and Youngwoo Koh. 2016.

"Decentralized College Admis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4(5):

1295-1338.

https://doi.org/10.

1086/688082

4 고영우
Kyungmin

Kim

미국/Emroy

University

Kyungmin Kim and Youngwoo Koh. 2019.

"Efficiency and Revenue in

Asymmetric Auctions." Korean

Economic Review 35(2): 371-391.

http://eng.kea.ne.k

r/publication/ker/a

rticle/read?page=1&

perPageNum=10&searc

hType&keyword&sortT

ype&sortOrder&id=22

65#

5 남덕우 Jian Wang

미국/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Deokwooo Nam and Jian Wang. 2015.

"The effects of surprise and

anticipated technology changes on

international relative prices an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7(1): 162-177.

https://doi.org/10.

1016/j.jinteco.2015

.04.009

6 남덕우 Jian Wang

중국/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henzhen)

Deokwooo Nam and Jian Wang. 2018.

"Understanding the Effect of

Productivity Changes on

International Relative Prices: The

Role of News Shocks." Pacific

https://doi.org/10.

1111/1468-

0106.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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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 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

소공동연구팀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Economic Review 23(3): 490-516.

7 남덕우 Jian Wang

중국/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Shenzhen)

Deokwooo Nam and Jian Wang. 2019.

"Mood Swings and Business Cycles:

Evidence from Sign Restriction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56(6): 1623-1649.

https://doi.org/10.

1111/jmcb.12568

8 문춘걸

"Joseph P.

Hughes,

Julapa

Jagtiani,

Loretta J.

Mester"

"미국/Rutgers

University,

미국/Federal

Reserve Bank of

Philadelphia,

미국/University

of Pennsylvania"

Joseph P. Hughes, Julapa Jagtiani,

Loretta J. Mester and Choon-Geol

Moon. 2019. "Does scale matter in

community bank performance? Evidence

obtained by applying several new

measures of performanc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06: 471-499.

https://doi.org/10.

1016/j.jbankfin.201

9.07.005

9 윤정모
Zhongjun

Qu

미국/Boston

University

Zhongjun Qu and Jungmo Yoon. 2015.

"Nonparametric estimation and

inference on conditional quantile

processes." Journal of Econometrics

185(1): 1-19.

https://doi.org/10.

1016/j.jeconom.2014

.10.008

10 윤정모
Eric

Helland

미국/Claremont

McKenna College

Eric Helland and Jungmo Yoon. 2017.

"Estimating the Effects of the

English Rule on Litigation

Outcom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9(4): 678-682.

https://doi.org/10.

1162/REST_a_00653

11 윤정모
Eric

Helland

미국/Claremont

McKenna College

Eric Helland and Jungmo Yoon. 2018.

"Multilevel Selection in Litigation

Data: A Bounds Approach."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174(1): 115-130.

https://doi.org/10.

1628/093245618X1509

0819425062

12 윤정모
Zhongjun

Qu

미국/Boston

University

Zhongjun Qu and Jungmo Yoon. 2019.

"Uniform Inference on Quantile

Effects under Sharp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s."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atistics

37(4): 625-647.

https://doi.org/10.

1080/07350015.2017.

14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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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동연구 참여자

상대국

/소속기관
국제 공동연구 실적

DOI 번호/ ISBN 등

관련 인터넷 link 주

소공동연구팀

참여교수

국외

공동연구자

13 최자원

"Hyungsik

Roger

Moon,

Geert

Ridder"

"미국/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미국/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Eleanor Jawon Choi, Hyungsik Roger

Moon and Geert Ridder. 2019.

"Uniform Inference on Quantile

Effects under Sharp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s." Korean

Economic Review 35(2): 275-306.

http://eng.kea.ne.k

r/publication/ker/a

rticle/read?page=1&

perPageNum=10&searc

hType=&keyword=&sor

tType=&sortOrder=&i

d=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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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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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 및 교육연구팀 단위 연구자 교류 실적 및 계획

□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 

Ÿ 본 교육연구팀 소속 학과는 난양대, 고베대, 인민대, 오사카경제대와 각각 공동연구, 연구성과 및 

학술자료 교환, 교수 및 대학원생 등의 연구인력 교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본 교육연구팀 소속의 남덕우 교수가 2019년 오사카경제대를 2개월간 방문하

였고, 고영우, 남덕우 교수가 2020년에 1~2개월간 고베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Ÿ MOU 체결 대학과 교류 강화를 위해 현재 초기 단계인 교수 및 대학원생 교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대학원생의 공동심포지엄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MOU를 체결한 대학 소속의 교수

와 대학원생이 본 학과를 방문할 경우 경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 해외 학자 초빙 세미나 및 국제 학술 행사 개최

Ÿ 본 교육연구팀의 소속 학과에서는 지난 5년간 총 30회의 해외 학자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 학자 초정 세미나 전체 목록은 별첨자료로 첨부).

Ÿ 향후 BK21 사업을 활용하여 연사의 여행 경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 해외학자 초빙 세미나와 강

좌를 확대한다. 첫째, 세계적 석학 혹은 국제 저명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학술 세미나와 대학원생 

대상 강연 형식의 Special Lecture Series를 기획한다. 본 교육연구팀 교수들과 학문적 교류가 있는 

Yeon-Koo Che 교수(Columbia), Phillip Cook 교수(Duke), Charles Engel 교수(Wisconsin) Antonio 

Galvao 교수(Arizona), David Lee 교수(Princeton) 등이 우선 초청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경제학 

각 분야의 우수한 신진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Young Economists Symposium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살피는 기회를 갖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및 강화한다.

□ 해외 학자 방문 연구 프로그램

Ÿ 본 학과 경제연구소에서는 2017년부터 해외학자 방문연구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연

구소 방문 해외학자 목록은 별첨자료로 첨부). 해외 학자 단기 방문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미경제학회 등의 국제학술단체에 해외학자 방문연구원 모집 공고를 정기적으로 

□ 교육연구팀 소속 소속학과는 지난 5년간 총 30회의 해외 학자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난양대, 

고베대, 인민대, 오사카경제대와 각각 학술교류협정(MOU)을 맺어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 참여교수들의 활발한 국제교류 결과 15편 이상의 논문이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 혹은 게재 확

정되었고, 다수의 논문이 현재 심사 중이다.  

□ 국제 교류를 보다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이다.

Ÿ 대학원생들의 공동 심포지엄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학술교류 MOU를 체결한 대학 소속 교수와 

대학원생이 본 학과를 방문할 경우 경비 일부를 지원할 것이다.

Ÿ 세계적 석학 혹은 국제 저명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학술 세미나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대상 강연 

형식의 Special Lecture Series를 개최할 것이다. 본 교육연구팀 교수들과 학문적 교류가 있는 

교수들이 우선 초청 대상이 될 것이다.

Ÿ 우수한 신진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Young Economists Symposium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을 살피는 기회를 갖고,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및 강화한다. 

Ÿ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본 교육연구팀의 빅데이터 아카이브, 교육 프로그

램, 학술세미나 및 Special Lecture Series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에 제공할 것이다.

Ÿ 소속 교수들과 대학원생의 최신 연구 성과를 영문 Working Paper Series로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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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방문학자의 체재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연구팀 웹사이트 생성

Ÿ 본 교육연구팀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빅데이터 아카이브, 교육 프로그램, 학술세미나 및 Special 

Lecture Series에 대한 정보, 연구논문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생성한다.

2. 참여 교수의 국제 교류 활동 현황 및 계획 

□ Songman Kang 교수

Ÿ Philip Cook 교수의 초청으로 2015년, 2017~19년 Duke 대학을 방문하여 North Carolina주의 공립학

교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련의 공동연구를 진행한 결과, “Birthdays, Schooling, and Crime: 

Regression-discontinuity Analysis of School Performance, Delinquency, Dropout, and Crime 

Initiation”를 2016년 최저명 학술지인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에 게재하였

다. 같은 데이터를 이용한 후속 연구는 “Girls to the Front: How Redshirting and Test-score Gaps 

are Affected by a Change in the School-entry Cut Date”으로 완성되어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Philip Cook 교수와 범죄피해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강력범죄 피

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인을 밝히는 공동 연구를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 고영우 교수

Ÿ 2015, 2017~19년  Columbia 대학을 방문하여 Yeon-Koo Che  교수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그중 “Decentralized College Admissions”가 최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에 게재되었다.

Ÿ “Rival’s Information in Interdependent Value Auctions”를 2015년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과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발표하였으며, 이 논문은 최저명 학술지

인 Journal of Economic Theory 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Ÿ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Jingfeng Lu 교수와 함께 선거비용 지출규제가 있는 선거 경합

모델에서 지출 규제의 방법에 따른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 전략을 분석하고 규제의 사회

후생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다.

□ 남덕우 교수

Ÿ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Shenzhen의 Jian Wang 교수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 교

류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3편의 논문을 각각 최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및 Pacific Economic Review 에 게

재하였다.

Ÿ 2019년에 Shunichiro Yamamoto 교수의 초청으로 오사카경제대를 방문하여 이성적 기대변화와 경

기변동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실증방법론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 일본 고베대 

Research Institute for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을 방문하여 "The Stimulative Effects 

of Anticipated Government Spending Expansions: Evidence from Survey Forecasts”라는 주제로 

Masahiko Shibamoto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문춘걸 교수

Ÿ 1996년부터 현재까지 Rutgers 대학의 Joseph P. Hughes 교수, Federal Reserve Bank of Cleveland

의 Loretta J. Mester 박사와 공동으로 은행산업의 생산성, 효율성, 재무위험 전략, 지배 구조, 시장 

가치를 연구해 오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가 2017, 2019년 Handbook of Competition in Banking 

and Finance 및 Journal of Banking & Finance 에 게재되었다. 또한, 논문“How bad is a bad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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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guishing inherent credit risk from inefficient lending (Does the capital market price this 

difference?)”이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로부터 재투고 요청을 받은 상태이다.

□ 윤정모 교수

Ÿ Boston 대학의 Zhongjun Qu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한 결과, “Nonparametric Estimation and 

Inference on Conditional Quantile Processes”와 “Uniform Inference on Quantile Effects under 

Sharp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s”이 각각 최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Econometrics 와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에 게재되었다.

Ÿ Claremont McKenna College의 Eric Helland 교수와의 공동연구인 “Estimating Effects of English 

Rule on Litigation Outcomes”가 최저명 학술지인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에, 

“Multilevel Selection in Litigation Data: A Bounds Approach”가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에 게재되었다.

Ÿ University of Arizona의 Antonio Galvao 교수와 진행한 “Cluster Robust Covariance Matrix 

Estimation in Panel Quantile Regression with Individual Fixed Effects”이 Quantitative Economics

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 이정환 교수

Ÿ 2015년 Columbia 대학을 방문하여 Neng Wang 교수 및 John Donaldson 교수와 기업부채 구조 및 

노동소득 감소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Ÿ Yeshiva 대학의 Kunho Kim 교수와 “Cross-Sectional Tests of Asset Pricing Models with Full-Rank 

Mimicking Portfolios”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 전영준 교수

Ÿ 캐나다 통계청이 제공한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 데이터를 실증분석하

여“복지제도가 고용 및 생애소득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캐나다와 미국 사례의 비교

분석”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 2016년 Simon Fraser 대학의 Research Data Center를 

방문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응용경제, 재정학연구에 게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일반균형모형

에 반영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추가 분석을 위해 Simon Fraser 대학을 재방문할 예정이다.

□ 최자원 교수

Ÿ “Transition of Son Preference: Evidence from South Korea”를 2015년 홍콩대, 2019년 Cornell 대

학에서 발표하였다. 해당 논문은 최저명 학술지인 Demography 에 게재되었다. 

Ÿ 2015, 2017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를 방문하여 Hyungsik Roger Moon 교수, Geert 

Ridder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여“Within-District School Lotteries, District Selection, and the 

Average Partial Effects of School Inputs”를 2019년 Korean Economic Review 에 게재하였다. 현재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며, 초기 결과를 “The (L)ATE in Multi-Site Experiments with Endogenous 

Site Selection”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에서 발표하였다. 

Ÿ 2015년 당시 University of Hong Kong에 재직 중이던 Hyelim Son 교수와 시작한 공동 연구가 

“The Long-Term Effects of Labor Market Entry in a Recession: Evidence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라는 제목으로 완성되어 현재 Labour Economics 로부터 재투고 요청을 받은 상태

이다. 해당 논문은 2017년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로부터 미화 5,000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2019년 미화 22,000달러의 연구비 및 체재비를 지원받아 Princeton 대

학을 방문한 기간 동안 논문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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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사업비 집행 계획

1. 사업비 집행 계획(1-8차년도)
                                                                 (단위: 천원)

항목

1차년도

(20.9-

21.2)

2차년도

(21.3-

22.2)

3차년도

(22.3-

23.2)

4차년도

(23.3-

24.2)

5차년도

(24.3-

25.2)

6차년도

(25.3-

26.2)

7차년도

(26.3-

27.2)

8차년도

(27.3-

27.8)

계

대학원생 연

구장학금
75,600 151,200 151,200 158,400 158,400 162,000 162,000 81,000 1,099,800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8,000 234,000

산학협력 전

담인력 인건

비

0 0 0 0 0 0 0 0 0

국제화 경비 43,000 58,000 58,000 51,000 56,000 54,000 54,000 27,000 401,000

교육연구단

운영비
15,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 210,000

교육과정 개

발비
5,400 4,800 4,800 5,000 0 0 0 0 20,000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

동 지원비

3,500 5,000 5,000 4,600 4,600 3,000 3,000 1,500 30,200

간접비 7,5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 105,000

합계 15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 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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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2020년도 교육연구팀 전체 교수 현황

기준일
소속대학원

학과(부)

성명
직급

연구자
등록번호

세부
전공분야

신임/기존 사범대/분교
외국인/
내국인

비고
한글 영문

2020.05.14 경제금융학부 문춘걸
Moon,

Choon-Geol
교수 10030551

계량경제/경제
통계/비교경제

기존 내국인

2020.05.14 경제금융학부 전영준
Chun, Young

Jun
교수 10049327 조세 기존 내국인

2020.05.14 경제금융학부 이영 Young Lee 교수 10150092 조세 기존 내국인

2020.05.14 경제금융학부 최자원
Eleanor

Jawon Choi
부교수 11172744 노동경제 기존 내국인

2020.05.14 경제금융학부 고영우
Youngwoo

Koh
조교수 11243365 수리/미시경제 기존 내국인

"연구년
(‵20.03.01-
‵21.02.28)"

2020.05.14 경제금융학부 남덕우
Nam,

Deokwoo
부교수 11243366 국제/세계경제 기존 내국인

"연구년
(‵19.09.01.-
‵20.08.31)"

2020.05.14 경제금융학부
Songman

Kang
Songman

Kang
부교수 11243396 노동경제 기존 외국인

"연구년
(‵20.03.01-
‵21.02.28)"

2020.05.14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Jeong Hwan

Lee
조교수 11468615 증권/주식/채권 기존 내국인

2020.05.14 경제금융학부 윤정모 Jungmo Yoon 부교수 11511123
계량경제/경제
통계/비교경제

기존 내국인

전체 교수 수 9 기존 교수 수 9 신임교수 수 0

   신임교수 실적 포함 여부
   기타 업적물(저서, 특허, 기술이전, 창업 실적)

   /연구비/ 교육역량 대표실적
신임교수 실적포함여부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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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2020년도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현황

기준일
소속대학원

학과(부)

성명

학번
생년

(YYYY)
외국인/
내국인

자교/
타교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사업 참여
여부

비고재학
학기수한글 영문 과정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이예원 LEE, YEWON 2018106045 1993 내국인 타교 강성만 석사 4 미참여
수료생(연구

등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상민경
SANG,

MINKYUNG
2019281832 1992 내국인 자교 윤정모 박사 3 미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박혁인
PARK,

HYEOKIN
2019119471 1993 내국인 타교 남덕우 석사 3 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이정영
LEE,

JUNGYOUNG
2017203001 1988 내국인 자교 문춘걸 박사 4 미참여

수료생(연구
등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전영환
JUN,

YEONGHWAN
2018117557 1988 내국인 타교 문춘걸 석사 4 미참여

수료생(연구
등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한정한
HAN, JUNG

HAN
2012601819 1981 내국인 타교 문춘걸 박사 4 참여

수료생(연구
등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유성 Liu, Sheng 2017119035 1989 외국인 자교 윤정모 석박사통합 6 참여
수료생(연구

등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리샤오러 Li, Xiaole 2017123800 1994 외국인 타교 최자원 석박사통합 6 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이주비 LEE, JU BI 2019161886 1996 내국인 자교 이영 석사 3 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권재한
KWON,

JAEHAN
2019220466 1983 내국인 타교 이영 박사 3 미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류근식 RYU, KEUNSIK 2018202371 1962 내국인 타교 이영 박사 4 미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이창현
LEE, CHANG

HYUN
2016251141 1986 내국인 타교 이영 박사 4 미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장일진 JANG, ILLJIN 2015202844 1986 내국인 타교 이영 박사 4 미참여
수료생(연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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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소속대학원

학과(부)

성명

학번
생년

(YYYY)
외국인/
내국인

자교/
타교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사업 참여
여부

비고재학
학기수한글 영문 과정

2020.05.14 경제금융학과 홍승민
HONG,

SEUNGMIN
2018204695 1983 내국인 타교 이영 박사 4 미참여

수료생(연구
등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김정민
KIM, JEONG

MIN
2018106027 1991 내국인 타교 이영 석사 4 미참여

수료생(연구
등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임석희 LIM, SEOK HEE 2019104749 1988 내국인 타교 이영 석사 3 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신태용
SHIN,

TAEYONG
2016152370 1980 내국인 타교 이정환 석사 4 미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장홍준
JANG,

HONGJOON
2017207276 1985 내국인 자교 이정환 석박사통합 6 미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조진형
CHO,

JINHYUNG
2018202408 1986 내국인 타교 이정환 박사 4 미참여

수료생(연구
등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장아론 jang, Ahron 2019156409 1992 내국인 자교 남덕우 석사 3 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양기혜 Yang, Qihui 2018100529 1995 외국인 타교 전영준 석사 4 미참여
수료생(연구

등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양쟈치 Yang, Jiaqi 2018123328 1996 외국인 타교 전영준 석사 4 미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풍가기 Feng, Jiaqi 2018123346 1995 외국인 타교 전영준 석사 4 미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김우진 Kim, Woo Jin 2020279181 1993 내국인 자교 고영우 박사 1 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이무연 Li, Maoran 2019150629 1997 외국인 타교 강성만 석사 2 미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남형주
NAM,

HYUNGJOO
2019173619 1994 내국인 타교 고영우 석사 2 미참여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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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소속대학원

학과(부)

성명

학번
생년

(YYYY)
외국인/
내국인

자교/
타교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사업 참여
여부

비고재학
학기수한글 영문 과정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이욱 Li, Xu 2020169162 1997 외국인 자교 강성만 석사 1 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수백위 Su, Bowei 2019110192 1996 외국인 자교 남덕우 석사 2 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악치굉 Yue, Zhihong 2019122707 1997 외국인 타교 윤정모 석사 2 미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송은우
SONG,

EUNWOO
2019226564 1998 내국인 타교 이정환 석박사통합 2 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옌쟈우에 Yan, Jiayue 2019139726 1996 외국인 타교 윤정모 석사 2 미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조일박 Cao, Yibo 2019133764 1997 외국인 타교 강성만 석사 2 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송석준
SONG,

SEOKJUN
2020122634 1994 내국인 타교 고영우 석사 1 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노일 Lu, Yi 2019168841 1998 외국인 타교 전영준 석사 2 참여 재학생

2020.05.14 경제금융학과 송태근
SONG, TAE

GEUN
2019168341 1993 내국인 타교 최자원 석사 2 참여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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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학원생 수
(명)

석사 2 1

참여 대학원생 수
(명)

석사 1 0

참여비율(%)

석사 4 7 . 6 2

박사 1 0 박사 2 박사 2 0 . 0 0

석·박사통합 4 석·박사통합 3 석·박사통합 7 5 . 0 0

계 3 5 계 15 전체 42.86

자교 학사 전체
대학원생 수(명)

석사 4

자교 학사 참여
대학원생 수(명)

석사 4

자교학사
참여비율(%)

석사 1 0 0 . 0 0

박사 3 박사 1 박사 3 3 . 3 3

석·박사통합 2 석·박사통합 1 석·박사통합 5 0 . 0 0

계 9 계 6 전체 6 6 . 6 7

외국인 전체 대학원생
수(명)

석사 1 0

외국인 참여 대학원생
수 (명)

석사 4

외국인
참여비율(%)

석사 4 0 . 0 0

박사 0 박사 0 박사 -

석·박사통합 2 석·박사통합 2 석·박사통합 1 0 0 . 0 0

계 1 2 계 6 전체 5 0 . 0 0

167 / 200



[첨부 3] 최근 3년간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확보 실적

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7년 4월 1일 1 권장한
KWON

CHANGHAN
2016206400 내국인 1983 남덕우 박사

2017년 4월 1일 2 기몽 QI MENG 2016110165 외국인 1991 이정환 석사

2017년 4월 1일 3 김별 KIM BYUL 2013601696 내국인 1985 전영준 박사

2017년 4월 1일 4 김효진 KIM HYOJIN 2016202562 내국인 1984 문춘걸 박사

2017년 4월 1일 5 나원희 NA WON HEE 2009651256 내국인 1979 전영준 박사

2017년 4월 1일 6 마주영
MA

JOOYOUNG
2016104658 내국인 1990 남덕우 석사

2017년 4월 1일 7 명소함
MING

XIAOHAN
2015151168 외국인 1992 문춘걸 석사

2017년 4월 1일 8 박선아 PARK SUNA 2014207521 내국인 1989 문춘걸 박사

2017년 4월 1일 9 변원규
BYUN

WONGYU
2015122598 내국인 1989 문춘걸 석사

2017년 4월 1일 10 안우진 AN WOOJIN 2015202826 내국인 1982 전영준 박사

2017년 4월 1일 11 안인숙 AN RENSHU 2016110201 외국인 1992 이정환 석사

2017년 4월 1일 12 임수환
LIM SOO

HWAN
2016104676 내국인 1990 강성만 석사

2017년 4월 1일 13 정영호
JEONG

YEONG-HO
2014106490 내국인 1988 문춘걸 석박사통합

2017년 4월 1일 14 홍성협
HONG

SUNGHYUP
2015113164 내국인 1988 전영준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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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7년 10월 1일 1 권장한
KWON

CHANGHAN
2016206400 내국인 1983 남덕우 박사

2017년 10월 1일 2 기몽 QI MENG 2016110165 외국인 1991 이정환 석사

2017년 10월 1일 3 김민정
KIM MIN

JUNG
2016152343 내국인 1992 강성만 석사

2017년 10월 1일 4 김별 KIM BYUL 2013601696 내국인 1985 전영준 박사

2017년 10월 1일 5 김효진 KIM HYOJIN 2016202562 내국인 1984 문춘걸 박사

2017년 10월 1일 6 넬슨 리자도

Lizardo
Zelaya
Nelson
Alberto

2015205661 외국인 1985 이정환 박사

2017년 10월 1일 7 리지 LI ZHI 2016152361 외국인 1993 남덕우 석사

2017년 10월 1일 8 마주영
MA

JOOYOUNG
2016104658 내국인 1990 남덕우 석사

2017년 10월 1일 9 박선아 PARK SUNA 2014207521 내국인 1989 문춘걸 박사

2017년 10월 1일 10 박수항
PARK

SOOHANG
2016202580 내국인 1976 문춘걸 박사

2017년 10월 1일 11 안우진 AN WOOJIN 2015202826 내국인 1982 전영준 박사

2017년 10월 1일 12 안인숙 AN RENSHU 2016110201 외국인 1992 이정환 석사

2017년 10월 1일 13 왕봉교
WANG

FENGJIAO
2015151204 외국인 1990 전영준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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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7년 10월 1일 14 윤일현
YOON IL-

HYUN
2013552147 내국인 1986 문춘걸 석사

2017년 10월 1일 15 윤정규
YOON JEONG

KYU
2012601842 내국인 1976 이영 박사

2017년 10월 1일 16 임수환
LIM SOO

HWAN
2016104676 내국인 1990 강성만 석사

2017년 10월 1일 17 장옥결 ZHANG YUJIE 2016152425 외국인 1994 남덕우 석사

2017년 10월 1일 18 정영호
JEONG

YEONG-HO
2014106490 내국인 1988 문춘걸 석박사통합

2018년 4월 1일 1 권장한
KWON

CHANGHAN
2016206400 내국인 1983 남덕우 박사

2018년 4월 1일 2 기몽 QI MENG 2016110165 외국인 1991 이정환 석사

2018년 4월 1일 3 김민정
KIM MIN

JUNG
2016152343 내국인 1992 강성만 석사

2018년 4월 1일 4 김효진 KIM HYOJIN 2016202562 내국인 1984 문춘걸 박사

2018년 4월 1일 5 리지 LI ZHI 2016152361 외국인 1993 남덕우 석사

2018년 4월 1일 6 박선아 PARK SUNA 2014207521 내국인 1989 문춘걸 박사

2018년 4월 1일 7 박수항
PARK

SOOHANG
2016202580 내국인 1976 문춘걸 박사

2018년 4월 1일 8 이유지 LEE YU JI 2017105815 내국인 1993 이정환 석사

2018년 4월 1일 9 이정영
LEE

JUNGYOUNG
2017203001 내국인 1988 문춘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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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8년 4월 1일 10 이준원 Lee JoonWon 2017105833 내국인 1990 윤정모 석사

2018년 4월 1일 11 장옥결 ZHANG YUJIE 2016152425 외국인 1994 남덕우 석사

2018년 4월 1일 12 장일진 JANG ILLJIN 2015202844 내국인 1986 이영 박사

2018년 4월 1일 13 정영호
JEONG

YEONG-HO
2014106490 내국인 1988 문춘걸 석박사통합

2018년 10월 1일 1 권장한
KWON

CHANGHAN
2016206400 내국인 1983 남덕우 박사

2018년 10월 1일 2 기몽 QI MENG 2016110165 외국인 1991 이정환 석사

2018년 10월 1일 3 김효진 KIM HYOJIN 2016202562 내국인 1984 문춘걸 박사

2018년 10월 1일 4 박선아 PARK SUNA 2014207521 내국인 1989 문춘걸 박사

2018년 10월 1일 5 신태용
SHIN

TAEYONG
2016152370 내국인 1980 이정환 석사

2018년 10월 1일 6 이유지 LEE YU JI 2017105815 내국인 1993 이정환 석사

2018년 10월 1일 7 이정영
LEE

JUNGYOUNG
2017203001 내국인 1988 문춘걸 박사

2018년 10월 1일 8 이준원 Lee JoonWon 2017105833 내국인 1990 윤정모 석사

2018년 10월 1일 9 장일진 JANG ILLJIN 2015202844 내국인 1986 이영 박사

2018년 10월 1일 10 장홍준
JANG

HONGJOON
2017207276 내국인 1985 이정환 석박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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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8년 10월 1일 11 전미령 Quan Meiling 2017123837 외국인 1993 문춘걸 석사

2018년 10월 1일 12 정영호
JEONG

YEONG-HO
2014106490 내국인 1988 문춘걸 석박사통합

2018년 10월 1일 13 조쌍은
JO SSANG

EUN
2017207285 내국인 1989 이영 박사

2019년 4월 1일 1 김봉준
KIM

BONGJUN
2018202362 내국인 1984 이정환 박사

2019년 4월 1일 2 김우진 Kim Woo Jin 2018106018 내국인 1993 고영우 석사

2019년 4월 1일 3 김정민
KIM JEONG

MIN
2018106027 내국인 1991 이영 석사

2019년 4월 1일 4 김효진 KIM HYOJIN 2016202562 내국인 1984 문춘걸 박사

2019년 4월 1일 5 류근식 RYU KEUNSIK 2018202371 내국인 1962 이영 박사

2019년 4월 1일 6 박선아 PARK SUNA 2014207521 내국인 1989 문춘걸 박사

2019년 4월 1일 7 양기혜 YANG QIHUI 2018100529 외국인 1995 전영준 석사

2019년 4월 1일 8 이예원 LEE YEWON 2018106045 내국인 1993 강성만 석사

2019년 4월 1일 9 이정영
LEE

JUNGYOUNG
2017203001 내국인 1988 문춘걸 박사

2019년 4월 1일 10 장일진 JANG ILLJIN 2015202844 내국인 1986 이영 박사

2019년 4월 1일 11 장홍준
JANG

HONGJOON
2017207276 내국인 1985 이정환 석박사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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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9년 4월 1일 12 전미령 Quan Meiling 2017123837 외국인 1993 문춘걸 석사

2019년 4월 1일 13 전영환
JUN

YEONGHWAN
2018117557 내국인 1988 문춘걸 석사

2019년 4월 1일 14 정영호
JEONG

YEONG-HO
2014106490 내국인 1988 문춘걸 석박사통합

2019년 4월 1일 15 조쌍은
JO SSANG

EUN
2017207285 내국인 1989 이영 박사

2019년 4월 1일 16 조진형
CHO

JINHYUNG
2018202408 내국인 1986 이영 박사

2019년 4월 1일 17 홍승민
HONG

SEUNGMIN
2018204695 내국인 1983 이영 박사

2019년 10월 1일 1 김봉준
KIM

BONGJUN
2018202362 내국인 1984 이정환 박사

2019년 10월 1일 2 김우진 Kim Woo Jin 2018106018 내국인 1993 고영우 석사

2019년 10월 1일 3 김정민
KIM JEONG

MIN
2018106027 내국인 1991 이영 석사

2019년 10월 1일 4 류근식 RYU KEUNSIK 2018202371 내국인 1962 이영 박사

2019년 10월 1일 5 신태용
SHIN

TAEYONG
2016152370 내국인 1980 이정환 석사

2019년 10월 1일 6 양기혜 YANG QIHUI 2018100529 외국인 1995 전영준 석사

2019년 10월 1일 7 양쟈치 YANG JIAQI 2018123328 외국인 1996 전영준 석사

2019년 10월 1일 8 이예원 LEE YEWON 2018106045 내국인 1993 강성만 석사

173 / 200

HYU
사각형


HYU
사각형




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9년 10월 1일 9 이정영
LEE

JUNGYOUNG
2017203001 내국인 1988 문춘걸 박사

2019년 10월 1일 10 이창현
LEE CHANG

HYUN
2016251141 내국인 1986 이영 박사

2019년 10월 1일 11 장일진 JANG ILLJIN 2015202844 내국인 1986 이영 박사

2019년 10월 1일 12 장홍준
JANG

HONGJOON
2017207276 내국인 1985 이정환 석박사통합

2019년 10월 1일 13 전미령 Quan Meiling 2017123837 외국인 1993 문춘걸 석사

2019년 10월 1일 14 전영환
JUN

YEONGHWAN
2018117557 내국인 1988 문춘걸 석사

2019년 10월 1일 15 정영호
JEONG

YEONG-HO
2014106490 내국인 1988 문춘걸 석박사통합

2019년 10월 1일 16 조쌍은
JO SSANG

EUN
2017207285 내국인 1989 이영 박사

2019년 10월 1일 17 조진형
CHO

JINHYUNG
2018202408 내국인 1986 이정환 박사

2019년 10월 1일 18 풍가기 FENG JIAQI 2018123346 외국인 1995 전영준 석사

2019년 10월 1일 19 한정한
HAN JUNG

HAN
2012601819 내국인 1981 문춘걸 박사

2019년 10월 1일 20 홍승민
HONG

SEUNGMIN
2018204695 내국인 1983 이영 박사

2017년 10월 1일 5 김효진 KIM HYOJIN 2016202562 내국인 1984 문춘걸 박사

2017년 10월 1일 6 넬슨 리자도
Lizardo
Zelaya

2015205661 외국인 1985 이정환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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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Nelson
Alberto

2017년 10월 1일 7 리지 LI ZHI 2016152361 외국인 1993 남덕우 석사

2017년 10월 1일 8 마주영
MA

JOOYOUNG
2016104658 내국인 1990 남덕우 석사

2017년 10월 1일 9 박선아 PARK SUNA 2014207521 내국인 1989 문춘걸 박사

2017년 10월 1일 10 박수항
PARK

SOOHANG
2016202580 내국인 1976 문춘걸 박사

2017년 10월 1일 11 안우진 AN WOOJIN 2015202826 내국인 1982 전영준 박사

2017년 10월 1일 12 안인숙 AN RENSHU 2016110201 외국인 1992 이정환 석사

2017년 10월 1일 13 왕봉교
WANG

FENGJIAO
2015151204 외국인 1990 전영준 석사

2017년 10월 1일 14 윤일현
YOON IL-

HYUN
2013552147 내국인 1986 문춘걸 석사

2017년 10월 1일 15 윤정규
YOON JEONG

KYU
2012601842 내국인 1976 이영 박사

2017년 10월 1일 16 임수환
LIM SOO

HWAN
2016104676 내국인 1990 강성만 석사

2017년 10월 1일 17 장옥결 ZHANG YUJIE 2016152425 외국인 1994 남덕우 석사

2017년 10월 1일 18 정영호
JEONG

YEONG-HO
2014106490 내국인 1988 문춘걸 석박사통합

2018년 4월 1일 1 권장한
KWON

CHANGHAN
2016206400 내국인 1983 남덕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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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8년 4월 1일 2 기몽 QI MENG 2016110165 외국인 1991 이정환 석사

2018년 4월 1일 3 김민정
KIM MIN

JUNG
2016152343 내국인 1992 강성만 석사

2018년 4월 1일 4 김효진 KIM HYOJIN 2016202562 내국인 1984 문춘걸 박사

2018년 4월 1일 5 리지 LI ZHI 2016152361 외국인 1993 남덕우 석사

2018년 4월 1일 6 박선아 PARK SUNA 2014207521 내국인 1989 문춘걸 박사

2018년 4월 1일 7 박수항
PARK

SOOHANG
2016202580 내국인 1976 문춘걸 박사

2018년 4월 1일 8 이유지 LEE YU JI 2017105815 내국인 1993 이정환 석사

2018년 4월 1일 9 이정영
LEE

JUNGYOUNG
2017203001 내국인 1988 문춘걸 박사

2018년 4월 1일 10 이준원 Lee JoonWon 2017105833 내국인 1990 윤정모 석사

2018년 4월 1일 11 장옥결 ZHANG YUJIE 2016152425 외국인 1994 남덕우 석사

2018년 4월 1일 12 장일진 JANG ILLJIN 2015202844 내국인 1986 이영 박사

2018년 4월 1일 13 정영호
JEONG

YEONG-HO
2014106490 내국인 1988 문춘걸 석박사통합

2018년 10월 1일 1 권장한
KWON

CHANGHAN
2016206400 내국인 1983 남덕우 박사

2018년 10월 1일 2 기몽 QI MENG 2016110165 외국인 1991 이정환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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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8년 10월 1일 3 김효진 KIM HYOJIN 2016202562 내국인 1984 문춘걸 박사

2018년 10월 1일 4 박선아 PARK SUNA 2014207521 내국인 1989 문춘걸 박사

2018년 10월 1일 5 신태용
SHIN

TAEYONG
2016152370 내국인 1980 이정환 석사

2018년 10월 1일 6 이유지 LEE YU JI 2017105815 내국인 1993 이정환 석사

2018년 10월 1일 7 이정영
LEE

JUNGYOUNG
2017203001 내국인 1988 문춘걸 박사

2018년 10월 1일 8 이준원 Lee JoonWon 2017105833 내국인 1990 윤정모 석사

2018년 10월 1일 9 장일진 JANG ILLJIN 2015202844 내국인 1986 이영 박사

2018년 10월 1일 10 장홍준
JANG

HONGJOON
2017207276 내국인 1985 이정환 석박사통합

2018년 10월 1일 11 전미령 Quan Meiling 2017123837 외국인 1993 문춘걸 석사

2018년 10월 1일 12 정영호
JEONG

YEONG-HO
2014106490 내국인 1988 문춘걸 석박사통합

2018년 10월 1일 13 조쌍은
JO SSANG

EUN
2017207285 내국인 1989 이영 박사

2019년 4월 1일 1 김봉준
KIM

BONGJUN
2018202362 내국인 1984 이정환 박사

2019년 4월 1일 2 김우진 Kim Woo Jin 2018106018 내국인 1993 고영우 석사

2019년 4월 1일 3 김정민
KIM JEONG

MIN
2018106027 내국인 1991 이영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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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9년 4월 1일 4 김효진 KIM HYOJIN 2016202562 내국인 1984 문춘걸 박사

2019년 4월 1일 5 류근식 RYU KEUNSIK 2018202371 내국인 1962 이영 박사

2019년 4월 1일 6 박선아 PARK SUNA 2014207521 내국인 1989 문춘걸 박사

2019년 4월 1일 7 양기혜 YANG QIHUI 2018100529 외국인 1995 전영준 석사

2019년 4월 1일 8 이예원 LEE YEWON 2018106045 내국인 1993 강성만 석사

2019년 4월 1일 9 이정영
LEE

JUNGYOUNG
2017203001 내국인 1988 문춘걸 박사

2019년 4월 1일 10 장일진 JANG ILLJIN 2015202844 내국인 1986 이영 박사

2019년 4월 1일 11 장홍준
JANG

HONGJOON
2017207276 내국인 1985 이정환 석박사통합

2019년 4월 1일 12 전미령 Quan Meiling 2017123837 외국인 1993 문춘걸 석사

2019년 4월 1일 13 전영환
JUN

YEONGHWAN
2018117557 내국인 1988 문춘걸 석사

2019년 4월 1일 14 정영호
JEONG

YEONG-HO
2014106490 내국인 1988 문춘걸 석박사통합

2019년 4월 1일 15 조쌍은
JO SSANG

EUN
2017207285 내국인 1989 이영 박사

2019년 4월 1일 16 조진형
CHO

JINHYUNG
2018202408 내국인 1986 이영 박사

2019년 4월 1일 17 홍승민
HONG

SEUNGMIN
2018204695 내국인 1983 이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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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9년 10월 1일 1 김봉준
KIM

BONGJUN
2018202362 내국인 1984 이정환 박사

2019년 10월 1일 2 김우진 Kim Woo Jin 2018106018 내국인 1993 고영우 석사

2019년 10월 1일 3 김정민
KIM JEONG

MIN
2018106027 내국인 1991 이영 석사

2019년 10월 1일 4 류근식 RYU KEUNSIK 2018202371 내국인 1962 이영 박사

2019년 10월 1일 5 신태용
SHIN

TAEYONG
2016152370 내국인 1980 이정환 석사

2019년 10월 1일 6 양기혜 YANG QIHUI 2018100529 외국인 1995 전영준 석사

2019년 10월 1일 7 양쟈치 YANG JIAQI 2018123328 외국인 1996 전영준 석사

2019년 10월 1일 8 이예원 LEE YEWON 2018106045 내국인 1993 강성만 석사

2019년 10월 1일 9 이정영
LEE

JUNGYOUNG
2017203001 내국인 1988 문춘걸 박사

2019년 10월 1일 10 이창현
LEE CHANG

HYUN
2016251141 내국인 1986 이영 박사

2019년 10월 1일 11 장일진 JANG ILLJIN 2015202844 내국인 1986 이영 박사

2019년 10월 1일 12 장홍준
JANG

HONGJOON
2017207276 내국인 1985 이정환 석박사통합

2019년 10월 1일 13 전미령 Quan Meiling 2017123837 외국인 1993 문춘걸 석사

2019년 10월 1일 14 전영환
JUN

YEONGHWAN
2018117557 내국인 1988 문춘걸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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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일자 연번
성 명

학번 외국인/내국인
생년

(YYYY)
지도교수 성명 학위과정

한글 영문

2019년 10월 1일 15 정영호
JEONG

YEONG-HO
2014106490 내국인 1988 문춘걸 석박사통합

2019년 10월 1일 16 조쌍은
JO SSANG

EUN
2017207285 내국인 1989 이영 박사

2019년 10월 1일 17 조진형
CHO

JINHYUNG
2018202408 내국인 1986 이정환 박사

2019년 10월 1일 18 풍가기 FENG JIAQI 2018123346 외국인 1995 전영준 석사

2019년 10월 1일 19 한정한
HAN JUNG

HAN
2012601819 내국인 1981 문춘걸 박사

2019년 10월 1일 20 홍승민
HONG

SEUNGMIN
2018204695 내국인 1983 이영 박사

대학원생 수(명)

석사

2017년 11.50

석박사통합

2017년 1.50

외국인 학생 수

2017년 7.00
2018년 11.00 2018년 3.00

2019년 15.00 2019년 4.00
2018년 5.00

전체 37.50 전체 8.50

박사

2017년 10.00

총계

2017년 23.00
2019년 6.00

2018년 12.00 2018년 26.00

2019년 18.00 2019년 37.00
전체 18.00

전체 40.00 전체 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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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최근 3년간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배출 실적 (졸업 및 취(창)업 실적)

연도 기준월 연번

성 명

학번
생년

(YYYY)
취득
학위

연구업적물
제출여부

입학
년월

(YYYYMM)

취(창)업구
분

취(창)업정보

회사명 취(창)업구분 근무 지역한글 영문

2017년 2월 1 송지은 SONG JI EUN 2014106536 1987 석사 O 201403

2017년 2월 2 장군결
ZHANG
JUNJIE

2015110092 1992 석사 X 201503

2017년 2월 3 정호윤
JUNG

HOYOON
2015104267 1989 석사 X 201503

2017년 2월 4 최재우
CHOI

JAEWOO
2015113155 1988 석사 X 201503

2017년 8월 1 변원규
BYUN

WONGYU
2015122598 1989 석사 X 201509

2017년 8월 2 홍성협
HONG

SUNGHYUP
2015113164 1988 석사 X 201503

2018년 2월 1 나원희 NA WON HEE 2009651256 1979 박사 O 200909

2018년 2월 2 넬슨 리자도

Lizardo
Zelaya
Nelson
Alberto

2015205661 1985 박사 O 201503

2018년 2월 3 마주영
MA

JOOYOUNG
2016104658 1990 석사 X 201603

2018년 2월 4 안인숙 AN RENSHU 2016110201 1992 석사 X 201603

2018년 2월 5 임수환
LIM SOO

HWAN
2016104676 1990 석사 O 201603

2018년 8월 1 김민정
KIM MIN

JUNG
2016152343 1992 석사 X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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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기준월 연번

성 명

학번
생년

(YYYY)
취득
학위

연구업적물
제출여부

입학
년월

(YYYYMM)

취(창)업구
분

취(창)업정보

회사명 취(창)업구분 근무 지역한글 영문

2018년 8월 2 리지 LI ZHI 2016152361 1993 석사 X 201609

2018년 8월 3 안우진 AN WOOJIN 2015202826 1982 박사 O 201503

2018년 8월 4 오병욱
OH BYUNG

UK
2014122034 1986 석사 X 201409

2018년 8월 5 왕봉교
WANG

FENGJIAO
2015151204 1990 석사 X 201509

2018년 8월 6 장옥결
ZHANG
YUJIE

2016152425 1994 석사 X 201609

2019년 2월 1 이유지 LEE YU JI 2017105815 1993 석사 X 201703 취업 우리은행 정규직 서울

2019년 2월 2 이준원
Lee,

JoonWon
2017105833 1990 석사 X 201703 국외진학

2019년 8월 1 기몽 QI MENG 2016110165 1991 석사 X 201603 취업

Chailease
Internation
al Finance
Corporatio

n

정규직 해외

2019년 8월 2 김효진 KIM HYOJIN 2016202562 1984 박사 O 201603 취업 Simon Re 정규직 서울

2019년 8월 3 박선아 PARK SUNA 2014207521 1989 박사 O 201409 취업

국회예산정
책처 경제분
석국 거시경

제분석과

정규직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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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2017년 전체

석사 6

2018년 전체

석사 8

2019년 전체

석사 3

전체 기
간 전체

석사 17

환산
졸업생

수

석사 9

5 박사 5박사 0 박사 3 박사 2 박사

22 계 14계 6 계 11 계 5 계

취(창)업
2019년

2월 졸업자

석사 2

 국내 진학자 소계 0

2019년

8월 졸업자

석사 1

 국내 진학자 소계 0

 국외 진학자 소계 1  국외 진학자 소계 0

 입대자 소계 0  입대자 소계 0

 취(창)업자 소계 1  취(창)업자 소계 1

박사 0
 입대자 소계 0

박사 2
 입대자 소계 0

 취(창)업자 소계 0  취(창)업자 소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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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최근 3년간 참여교수의 지도학생(졸업생) 연구업적물

졸업년
도

연번 구분 논문제목/저서명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교육연구단 학과(부) 대학원생(졸업생)

가중치
(U)

환산
편수게재학술지

명/출판사명

ISSN/
ISBN/
e-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저
자수
(m)

기타
저자

수
(n)

총
저자

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수(A) 성명 수(B)

2017년 1
국제저명학

술지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for Korea

The Korean
Economic

Review
0254-3737 34 2 157 201812 1 1 2 송지은 1 1 3 1.5

2018년 1 국내학술지

교육비 지원 정책의 인적
자본 형성 및 경제성장
촉진 효과 -OECD 사례

분석

재정학연구 1976-8362 10 3 31 201708 2 0 2 나원희 1 1 1 0.5

2018년 2 국내학술지
4년제 대학 장학금 수혜
자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분석
교육학연구 1225-4150 55 4 91 201712 1 0 1 나원희 1 1 1 1

2018년 3 국내학술지
고등교육의 경제성장 효
과에 근거한 고등교육재

정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1599-2659 45 4 351 201812 2 0 2 나원희 1 1 1 0.5

2018년 4
국제저명학

술지

Relative Income,
Suicidal Ideation,

and Life Satisfac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60 1 107 201902 1 1 2 임수환 1 1 3 1.5

2019년 1 국내학술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실증분석: 제4차 및 제
5차 근로환경조사 자료

의 활용

사회보장연구 1225-5866 35 2 167 201905 2 0 2 김효진 1 1 1 0.5

2019년 2 국내학술지
Inference and

Forecasting Based on
the Phillips Curve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2586-4130 38 2 1 201605 0 2 2 박선아 1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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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2017년 0.0000 2018년 0.0000 2019년 0.0000 총계 0.0000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2017년 1.5000 2018년 1.5000 2019년 0.0000 총계 3.0000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2017년 0.0000 2018년 0.0000 2019년 0.0000 총계 0.0000

   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2017년 0.0000 2018년 0.0000 2019년 0.0000 총계 0.0000
   외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2017년 0.0000 2018년 0.0000 2019년 0.0000 총계 0.0000

   저서 또는 논문 총 환산편수 2017년 1.5000 2018년 3.5000 2019년 1.0000 총계 6.0000

   평가대상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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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최근 3년간 참여교수 지도학생(졸업생) 창작물 출품 실적(디자인·영상 분야만 해당)

연도 구분 연번 전시회/공모전/영화제명 개최국가
개최연월

(YYYY
MM)

주관기관 작품명
총 출품자 수

(T)

출품자 중 교육연구단 학과(부)
대학원생(졸업생) 가중치

(P)
환산편수
(A*P/T)

성명 수(A)

No data have been found.

창작실적
환산편수

국제전시회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국내전시회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국제공모전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국내공모전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국제영화제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국내영화제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총 장작실적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평가대상 1인당 창
작 환산편수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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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3] 최근 3년간 참여교수의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실적

산정
기간

   연
번

해외
기관명

국가명
연구

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참여
교수
성명

연구자
등록
번호

   연구기간
(YYYYMMDD)

연구
형태

총연구비
(원)
(A)

총연구비 중
입금액(원)

(B)

사업
참여교수
지분(%)

(C)

사업
참여교수

지분액
(원)

(D=B*C)

환산 입금액
(원)

(E=D*2)

연구비 입금일
(YYYYMMDD)

시작일 종료일

No data have been found.

총 수주 건수

'17.1.1.-'17.12.31. 0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원)

'17.1.1.-'17.12.31. 0
'18.1.1.-'18.12.31. 0 '18.1.1.-'18.12.31. 0
'19.1.1.-'19.12.31. 0 '19.1.1.-'19.12.31. 0

계 0 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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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최근 5년간 참여교수 논문 및 저서 실적

연도
연
번

구분 논문제목/저서명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가중치
(U)

환산
편수게재학술지

명/출판사명

ISSN/
ISBN/
e-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
저
자
수

(m)

기타
저자

수
(n)

총
저자

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등

록번호
수(A) 성명

연구자등
록번호

수(B)

2015년 1
국제저명학

술지

Child Gender and
Parental Inputs:

No More Son
Preference in

Korea?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0002828
2

10
5

5 638
20150

5
0 2 2 최자원 11172744 1 1 3 1.5

2015년 2
국제저명학

술지

An Experimental
Evaluation of a
Comprehensive

Employment-
Oriented Prisoner
Re-entry Program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0748451
8

31 3 355
20150

9
0 5 5

Songman
Kang

11243396 1 1 3 0.6

2015년 3
국제저명학

술지

The effects of
surprise and
anticipated
technology
changes on

international
relative prices and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0022199
6

97 1 162
20150

9
0 2 2 남덕우  11243367 1 1 3 1.5

2015년 4
국제저명학

술지

Nonparametric
estimation and

inference on
conditional

quantile processes

Journal of
Econometrics

0304407
6

18
5

1 1
20150

9
1 1 2 윤정모

  
11511123

1 1 3 1.5

2015년 5
기타국제학

술지

Who bears the
fiscal burden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

Generational
Accounting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0974-
6846

8 S7 527
20150

4
1 2 3 전영준 10049327 1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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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사각형


HYU
사각형




연도
연
번

구분 논문제목/저서명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가중치
(U)

환산
편수게재학술지

명/출판사명

ISSN/
ISBN/
e-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
저
자
수

(m)

기타
저자

수
(n)

총
저자

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등

록번호
수(A) 성명

연구자등
록번호

수(B)

Approach

2015년 6
기타국제학

술지

An Analysis of the
Minimum

Efficiency Scale for
Local Autonomie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Engineering

Research

0973456
2

10 79 572
20151

0
1 2 3 전영준 10049327 1 1 1 0.25

2015년 7
기타국제학

술지

Environmental
regulation, process

innovation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0974-
6846

8 15 1
20151

2
1 2 3 전영준 10049327 1 1 1 0.25

2015년 8 등재지

Habit formation,
asymmetric price
adjustment, and

real exchange rate
persistence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1226426
1

20 1 83
20150

5
1 0 1 남덕우  11243366 1 1 1 1

2015년 9 등재지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
시장의 시장구조와 가

격행태

자원환경경제
연구

1229-
9146

24 2 311
20150

6
1 0 1 문춘걸  10030551 1 1 1

2015년 10 등재지
 유통 상장기업들의

부채변화에 관한 연구
유통과학연구

 1738-
3110

13 9 47
20150

9
2 0 2 이정환 11468615 1   1 1 0.5

2015년 11 등재지
부채변화에 대한 순서
이론 예측력 검정 및

유통기업의 함의
유통과학연구

1738-
3110

13 10 73
20151

0
2 0 2 이정환 11468615 1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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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사각형


HYU
사각형




연도
연
번

구분 논문제목/저서명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가중치
(U)

환산
편수게재학술지

명/출판사명

ISSN/
ISBN/
e-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
저
자
수

(m)

기타
저자

수
(n)

총
저자

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등

록번호
수(A) 성명

연구자등
록번호

수(B)

2015년 12 등재지

생애소득과 고용안정
성 제고를 위한 복지
정책: 캐나다 사례분

석

응용경제
1229-
5426

17 3 93
20151

1
1 1 전영준 10049327 1 1 1 1

2015년 13 등재지
사회복지 구성의 고용
과 경제성장 효과에대

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1226-
377X

63 4 81
20151

2
1 1 2 이영 10150092 1 1 1 0.5

2015년 14 등재지
효율성-형평성 간 상

충관계를 고려한 최적
조세조합

경제학연구
1226-
377X

63 1 129
20150

3
1 2 3 전영준 10049327 1 1 1 0.25

2016년 1
국제저명학

술지

Inequality and
crime revisited:
effects of local
inequality and

economic
segregation on

crim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0933143
3

29 2 593
20160

4
1 0 1

Songman
Kang

11243396 1 1 3 3

2016년 2
국제저명학

술지

Birthdays,
Schooling, and

Crime: Regression-
Discontinuity

Analysis of School
Performance,
Delinquency,
Dropout, and

Crime Initiation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945778
2

8 1 33
20160

1
0 2 2

Songman
Kang

11243396 1 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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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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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


HYU
사각형


HYU
사각형




연도
연
번

구분 논문제목/저서명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가중치
(U)

환산
편수게재학술지

명/출판사명

ISSN/
ISBN/
e-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
저
자
수

(m)

기타
저자

수
(n)

총
저자

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등

록번호
수(A) 성명

연구자등
록번호

수(B)

2016년 3
국제저명학

술지

Decentralized
College

Admiss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0022380
3

12
4

5
129

5
20161

0
0 2 2 고영우  11243365 1 1 3 1.5

2016년 4 등재지
대학입시경쟁과 사교
육: 공교육 강화와 교
육비 보조정책의 효과

경제학연구
1226-
377X

64 2 5
20160

6
1 2 3   전영준 10049327 1 1 1 0.25

2016년 5 등재지

"Taiwan's
economic

inequality and
distribution:

Empirical analysis
using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s
"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1226-
4261

21 1 67
20160

5
1 1 2 문춘걸  10030551 1 1 0.5

2016년 6 등재지
The Marginal Value
of Cash in Korean

Retail Firms
유통과학연구

1738-
3110

4 2 13
20160

2
1 0 1 이정환 11468615 1 1 1 1

2016년 7 등재지

기업재무 데이터특성
을 고려한 자본구조조

정속도 추정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2093-
9027

39 2 55
20160

5
2 2 4 이정환 11468615 1 1 1 0.4

2016년 8 등재지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Marginal Cash
Value for Korean

Retail Firms

유통과학연구
1738-
3110

14 5 27
20160

5
2 0 2 이정환 11468615 1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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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사각형


HYU
사각형




연도
연
번

구분 논문제목/저서명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가중치
(U)

환산
편수게재학술지

명/출판사명

ISSN/
ISBN/
e-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
저
자
수

(m)

기타
저자

수
(n)

총
저자

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등

록번호
수(A) 성명

연구자등
록번호

수(B)

2016년 9 등재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들의 주식발행과
자본조달 순서에 관한

연구
"

재무관리연구
1225-
0759

33 2 93
20160

6
2 2 4 이정환 11468615 1 1 1 0.4

2016년 10 등재지

국내 상장기업의 현금
흐름 변화가 현금보유
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1598-
8651

31 6 443
20161

2
2 1 3 이정환 11468615 1 1 1 0.4

2016년 11 등재지

기업지배구조와 현금
보유와의 관계: 유통
상장 기업에 대한 연

구

유통과학연구
1738-
3110

14 12 129
20161

2
1 1 2 이정환 11468615 1 1 1 0.5

2017년 1
국제저명학

술지

The consequences
of sex offender

residency
restriction:

Evidence from
North Carolina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0144818
8

49 10
20170

3
1 0 1

Songman
Kang

11243396 1 1 3 3

2017년 2
국제저명학

술지

Estimating the
Effects of the

English Rule on
Litigation
Outcom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0034653
5

99 4 678
20171

0
0 2 2 윤정모

  
11511124

1 1 3 1.5

2017년 3
국제저명할

술지

Incentive and
Sampling Effects in

Procurement
Auctions with
Endogenous

Number of Bid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0167718
7

52  393
20170

5
1 0 1 고영우  11243365 1   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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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사각형


HYU
사각형


HYU
사각형




연도
연
번

구분 논문제목/저서명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가중치
(U)

환산
편수게재학술지

명/출판사명

ISSN/
ISBN/
e-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
저
자
수

(m)

기타
저자

수
(n)

총
저자

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등

록번호
수(A) 성명

연구자등
록번호

수(B)

2017년 4
기타국제학

술지

Stock market
liquidity and

dividend policy in
Korean

corporations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0892-
7626

33 4 729
20170

8
2 0 2 이정환 11468615 1   1 1 0.5

2017년 5
기타국제학

술지

Capital structure
adjustment in

Korean retail firms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738-
3110

15 11 41
20171

1
2 0 2 이정환 11468615 1   1 1 0.5

2017년 6
기타국제학

술지

Testing the
liquidity

hypothesis in the
Korean retail firms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738-
3110

15 5 29
20170

5
2 0 2 이정환 11468615 1 1 1 0.5

2017년 7 등재지

교육비 지원 정책의
인적자본 형성 및 경
제성장 촉진 효과 -

OECD 국가 사례 분석
-

재정학연구
1976-
8362

10 3 31
20170

8
1 1 2   전영준 10049327 1 1 1 0.5

2017년 8 등재지

Ex-ante
Investment and

Stochastic Quality
in Procurement

Auctions

시장경제연구
2092633

2
46 1 73

20170
2

1 0 1 고영우  11243365 1 1 1 1

2017년 9 등재지

"영화 수요에 대한 미
시 실증분석: 확률계

수 로짓모형
"

"응용경제
"

1229-
5426

19 2 81
20170

6
1 1 2 문춘걸  10030551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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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
사각형


HYU
사각형




연도
연
번

구분 논문제목/저서명

게재정보 총 저자 저자 중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가중치
(U)

환산
편수게재학술지

명/출판사명

ISSN/
ISBN/
e-ISSN

권 호 쪽
연월

(YYYY
MM)

주
저
자
수

(m)

기타
저자

수
(n)

총
저자

수
(T)

주저자 기타저자

총
저자

수성명
연구자등

록번호
수(A) 성명

연구자등
록번호

수(B)

2017년 10 등재지

경기변동의 생애소득
및 고용안정성에 대한
영향과 복지정책의 역

할: 미국 사례분석

재정학연구
1976-
8362

10 2 29
20170

5
1 0 1 전영준 10049327 1   1 1 1

2018년 1
국제저명학

술지

Does ESG
Performance
Enhance Firm

Value? Evidence
from Korea

Sustainability
2071-
1050

10 10
363

5
20181

0
1 2 3 이정환 11468615 1   1 3 1.5

2018년 2
국제저명학

술지

Retrospective
Generational

Accounts for Korea

Korean
Economic

Review

0254373
7

34 2 157
20180

7
1 1 2 전영준 10049327 1   1 3 1.5

2018년 3
국제저명학

술지

Understanding the
Effect of

Productivity
Changes on

International
Relative Prices:

The Role of News
Shocks

Pacific
Economic

Review

1361374
X

23 3 490
20180

8
0 2 2 남덕우  11243368 1 1 3 1.5

2018년 4
국제저명학

술지

Multilevel
Selection in

Litigation Data: A
Bounds Approach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0932456
9

17
4

1 115
20180

2
1 1 2 윤정모

  
11511125

1 1 3 1.5

2018년 5
기타국제학

술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738-
3110

16 5 31
20180

5
2 1 3 이정환 11468615 1   1 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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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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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retail firms

2018년 6 등재지
경매 이론과 현실 적

용 사례
산업조직연구

1266263
3

26 4 115
20181

2
1 0 1 고영우  11243365 1   1 1 1

2018년 7 등재지

OECD 29개국 2000-
2013년 데이터를 이
용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의 여성, 모성, 남
성 고용률에 대한 효

과 분석

노동경제논집
1229-
6651

41 1 1
20180

3
1 1 2 이영 10150092 1 1 1 0.5

2018년 8 등재후보지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
장 안정화 효과 - 보유
세와 거래세를 중심으

로 -

부동산분석
2465-
9754

4 2 1
20181

1
1 1 2 이영 10150092 1 1 1 0.5

2019년 1
국제저명학

술지

Efficiency and
Revenue in
Asymmetric

Auctions

Korean
Economic

Review

0254373
7

35 2 371
20190

7
2 0 2 고영우  11243365 1   1 3 1.5

2019년 2
국제저명학

술지

Does scale matter
in community

bank
performance?

Evidence obtained
by applying
several new
measures of

Journal of
Banking &

Finance

1962-
5361

10
6

471
20190

9
4 0 4 문춘걸  10030551 1    1 3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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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2019년 3
국제저명학

술지

Construction of
credible intervals

for nonlinear
regression models

with unknown
error distributions

Journal of
Nonparametr

ic Statistics

1048525
2

31 4 813
20191

2
1 1 2 윤정모

  
11511127

1 1 3 1.5

2019년 4
국제저명학

술지

Is Earnings Quality
Associated wit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idence from the
Korean Market

Sustainability
2071-
1050

11 15
411

6
20190

8
1 2 3 이정환 11468615 1 1 3 1.5

2019년 5
국제저명학

술지

Within-District
School Lotteries,
District Selection,
and the Average
Partial Effects of

School Inputs

Korean
Economic

Review

0254373
7

35 2 275
20190

7
1 2 3 최자원 11172744 1   1 3 1.5

2019년 6
국제저명학

술지

Relative Income,
Suicidal Ideation,

and Life
Satisfac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0018280
X

60 1 107
20190

6
0 2 2

Songman
Kang

11243396 1 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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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
국제저명학

술지

Mood Swings and
Business Cycles:
Evidence from

Sign Restrictions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0022287
9

51 6
162

3
20190

9
0 2 2 남덕우  11243369 1 1 3 1.5

2019년 8
국제저명학

술지

Uniform Inference
on Quantile Effects

under Sharp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s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atistics

0735001
5

37 4 625
20191

0
0 2 2 윤정모

  
11511126

1 1 3 1.5

2019년 9
국제저명학

술지

Corporate income
taxes, corporate

debt, and
household debt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0927-
5940

26 3 506
20190

6
1 1 2 이영 10150092 1 1 3 1.5

2019년 10
국제저명학

술지

The effect of TARP
on loan loss

provisions and
bank transparency

Journal of
Banking &

Finance

0378-
4266

10
2

79
20190

3
1 2 3 이정환 11468615 1 1 3 0.75

2019년 11
기타국제학

술지

Price Impact of
ESG Scores:

Evidence from
Korean Retail

Firms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738-
3110

17 7 55
20190

7
2 0 2 이정환 11468615 1   1 1 0.5

2019년 12
기타국제학

술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Korean market:
Implications of

chaebol affiliates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2288-
4637

6 1 21
20190

2
2 0 2 이정환 11468615 1 1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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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3
기타국제학

술지

How do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ffect asymmetric

information:
Evidence from
Korean retail

industry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738-
3110

17 2 5
20190

2
2 0 2 이정환 11468615 1 1 1 0.5

2019년 14
기타국제학

술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Reporting

Quality:Evidence
from Korean Retail

Industry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

1738-
3110

17 6 33
20190

6
2 0 2 이정환 11468615 1 1 1 0.5

2019년 15 등재지

미국 통화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소규모

개방경제 DSGE 모형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2465-
8286

37 4 5
20191

2
2 0 2

남덕우,이
정환

 11243370
,1146861

5
2 2 1 1

2019년 16 등재지

일과 삶의 균형에 대
한 실증분석 _ 제4차
및 제5차 근로환경조

사 자료의 활용

"사회보장연구
"

1225-
5866

35 2 167
20190

5
2 0 2 문춘걸  10030551 1 1 0.5

2019년 17 등재지

Dividend taxes and
payout policy:
Evidence from

Korea’s 2015–2017
dividend tax cut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1226-
4261

24 2 157
20160

8
0 2 2

이영,이정
환

10150092
,1146861

5
2 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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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8 등재지

대출 포트폴리오와 대
출금 변수를 중심으로
본 국내은행 신용위험

의 결정요인

산업경제연구
1229-
201X

32 1 49
20190

2
1 1 2 이정환 11468615 1 1 1 0.5

2019년 19 등재지
블록체인 투자에 관한

사건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29-
2354

21 3
129

5
20190

7
1 1 2 이정환 11468615 1 1 1 0.5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수 2015년 4.75 2016년 3.949999 2017년 3 2018년 2 2019년 3.5 총계 17.20000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2015년 5.1 2016년 6 2017년 7.5 2018년 6 2019년 13.5 총계 38.1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2015년 1 2016년 0 2017년 1.5 2018년 0.4 2019년 2 총계 4.9

   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2015년 0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외국어 학술저서 환산편수 2015년 0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저서 또는 논문 총 환산편수 2015년 10.85 2016년 9.950000
00000000 2017년 12 2018년 8.4 2019년 19 총계 60.2000

   평가대상 1인당 저서 또는 논문 환산 편수 총계 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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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최근 3년간 참여교수 창작물 출품(전시회/공모전/영화제) 실적(디자인·영상분야)

연도 구분 연번 전시회/공모전/영화제명 개최국가
개최연월

(YYYYMM)
주관기관 작품명

총 출품자 수
(T)

출품자 중 교육연구단 학과(부) 참여교수 가중치
(P)

환산편수
(A*P/T)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수(A)

No data have been found.

창작실적
환산편수

국제전시회 2015년 0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국내전시회 2015년 0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국제공모전 2015년 0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국내공모전 2015년 0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국제영화제 2015년 0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국내영화제 2015년 0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총 장작실적 2015년 0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2019년 0 총계 0

평가대상 1인
당 창작 환산

편수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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