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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 현상과 금융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이 

경제학 및 금융시장의 이론과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교육하여 학계와 유수의 연구소 및 기업에 진출하는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2020년 교육부 Brain Korea 21 4단계에 ‘빅데이터 기반 사회경제 정책 분석 교육연구팀‘이 선정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장학금, 연구실, 국내외 논문 발표 경비 지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혜택과 환경을 제공하여 학업과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금융대학 경제금융학과 
College of Economics & Finance

Hanyang University

Highlights

・ 산업 연계형 기반 융합교육에 

특화된 커리큘럼 

   (국책연구기관 실습 가능)

・ 빅데이터를 활용한 응용경제, 

금융 교과목 개설

 차별화된 교육과정

・ 세계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교수진 (세계 최저명 

학술지에 논문 게재)                  

・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한국경제학술상, 위공 법경

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됨

우수한 교수진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KIF) 등을  

포함한 연구기관 및 공기업/

사기업 취업

 ・ Boston Univ.와 Univ. of 

Southern California 등을  

포함한 해외 명문대학  

박사과정 진학

뛰어난 진로 성과

 ・ BK 장학금을 포함한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의 폭넓은 혜택

광범위한 장학제도

 ・ 거시랩, 공공평가랩,  

재무금융 IT랩, 퀀트랩으로 

운영되며 학술 세미나와  

산학연계 프로젝트 수행

 ・ 개별 연구공간 제공받음 

 

특색있는 랩실 운영



연구실 지원, 논문 작성 교육, 조교장학금, 용역

참여기회, 수준 높은 강의, 계량 및 실증분석에 

뛰어난 교수님들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아무래도 과 교수님들께서 

쏟고 계신 "논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덕분에 연구설계 및 자료정리 

능력과 코딩실력을 얻게 되어서 연구원에서 일을 

하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연구 활동

이 활발하신 우수한 교수님들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학금

기회 였습니다. 덕분에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BK21 4단계 선정으로 우수하고 열정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경제금융대학의 위상을 더욱 더 높여주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선배들도 후배들이 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The Graduate Program in College of Economics and Finance, Hanyang 

University is a great place to pursue a career, where you can gain the 

opportunities to work in companies and get trained with the hardcore 

skills required to research at the same time, all thanks to enthusiastic 

faculties, comprehensive courses, and high-quality seminars. Every step 

I planned to take after graduation got full support and great suggestions 

from the professors so that I can work in Bank of Communications (One 

of the largest banks in China), and then continue my education as an 

Economics Ph.D.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Houston. I am grateful to 

have made the right decision to study here. 

대표 교수 소개

졸업생 인터뷰

강 성 만 교수

미국 듀크 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 연구분야는 범죄경제학과 응용미시경제학이다. 범죄와 교육 관련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수의 실증분석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들 연구결과는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Journal of Econometrics 등 국제 저명학술지에 게재 

되었다. 법경제학 분야에서의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2021년 한국법경제학회 ‘위공 법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유 혜 미 교수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경제, 경제성장, 노동시장이다.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간 근로시간 격차 확대의 

원인을 밝혀낸 연구가 세계 최저명 학술지인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에 게재되었고 이 연구로 2020년 제50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했다. 경제성장과 인적자본에 관한 논문은 거시경제 분야 최상위 학술지인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에 게재되었다.

윤 정 모 교수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 연구분야는 계량경제학, 응용미시경제학이다. 세계 최저명학술지 중 하나인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에 소송 시 비용부담 원칙이 사법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다양한 통계모형과 추정법을 

활용한 연구논문이 Journal of Econometrics, Quantitative Economics,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등 국제 저명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이 정 환 교수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 연구분야는 기업 재무, 기업 지배 구조, 자본 시장이다. 한양대학교 IC-PBL 앰버서더로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금융 문제 분석” 과목을 담당한다. 미국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이 미국 은행의 투명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Journal of Banking & Finance 등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최 자 원 교수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 연구분야는 노동경제, 응용계량, 공공정책이다. 2020년 한국경제학술상 범 미시 분야 수상자로 선정 

되었다. 남아 선호가 자녀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경기 침체 시 노동 시장 진입이 커리어, 가족 형성, 자산 축적에 미치는 장기 

효과에 관한 논문은 Demography, Labour Economics 등 국제 저명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최 재 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

김 우 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박사과정

장 옥 결 
(전) 중국 교통은행 근무                                                                        

(현) University of Houston 경제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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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진로       

(‘21년 기준)

장학 종류 지원 대상 장학금 (한 학기 기준) 비고

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BK21 참여 석사과정생 420만원

학비감면과 

중복가능

BK21 참여 박사과정생 780만원

BK21 참여 박사수료생 600만원

BK21 조교 장학금
BK 연구조교 (RA) 300만원

BK 교육조교 (TA) 300만원

학비감면

자대생 (HY-in) 장학

(내국인)

본교 학부 (서울, ERICA)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3년 초과하지 않은 자

(평점 3.75 이상)

수업료 70% 감면 

(약 350만원)

셋 중 택 1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한양동문장학 

(외국인)

본교 학부 (서울, ERICA)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50% 감면 

(약 280만원)

연구조교장학 학과에서 조교직 (연구/교육) 수행자 300만원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대신증권, 

삼성증권, 메리츠금융지주, 한화자산운용, 동부증권, NH농협생명, 

우리투자증권, IBK투자증권, 기술보증기금, 보험개발원, 

서울신용보증재단, Simon Re-위맥공제보험, 중국교통은행, 

한국 전력공사, CAPE투자증권, 한화생명, 우정사업본부, 

국제금융센터, NICE Pricing, EY한영, 서울외국환중개㈜, 

KIAT, FnGuide, 금융투자협회,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현대로템, KB국민카드

CIRCLE DIAGRAM
I N F O G R A P H I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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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ECONOMICS & FINANCE      

HANYANG UNIVERSITY

외국 대학 박사과정 진학

연구기관 
취업

공기업·사기업 
취업

Boston University,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ichigan State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Iowa State University, Rutgers University, 

University of Houst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Buffalo, University of Hawaii,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University of Minnesota-Twin Cities, 동덕여대 교수임용, 한남대 교수임용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노동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공정거래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강원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인천국제항공사 공항산업기술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학혜택

랩실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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