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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EACH & PRACTICE

세계와 通하는 교육

현실과 通하는 교육

정경대학 엘리트 융합교육과정의 학생들은 국내 최고의

정경대학 엘리트 융합교육과정의 학생들은 학교의 경계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교류할 기회를 갖게

를 넘어 국내외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세계 명문대학에서 강의를 듣거나

형성하여 체계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게 됩니다.

국제적 석학들의 수업을 접할 수 있습니다.
· Exchange Programs 해외 명문대학들과 교환 협약을 체결
하여 학생들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E-Class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활성화하여 세계 명문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과의 교류는 물론 학점 이수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 Visiting Professors 매년 우수한 해외 학자들이 정규 수업과
세미나를 열어 학생들이 국제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해외 석학들의 강연 시리즈를

· Internship 정부, 국제기구, 기업, 연구소 등에서 학생들이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 Web of Public Institutions 국내외 정부기구 및 공공기관들
쌓게 합니다.

· IB Net 투자금융기관(Investment Banks)과 네트워크를 구축

· Emerging Scholar Colloquium 해외 신진학자들을 초청하여

들과 재학생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멘토링이 이루어

역할을 하여 학생들에게 국제적 수준의 학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국 사회과학의 본산이자 아시아 최고의 연구역량을 갖춘 고려대학교 정경대학은 융합과정을 통한 학부교육의 혁신을
시작합니다. 다른 대학들이 시도하지 못한 과감한 변화를 통해 미래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의 양성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하여 학생들이 금융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Alumni Programs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본교 졸업생

· SSPRI 정경대학 사회과학 정책연구소는 국내외 학자들의 허브

금융공학 융합전공 (Financial Engineering)

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공공부문을 경험하고 경력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배움의 장을 열어줍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학문 경향을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PAEL 융합전공 (Public Affairs, Economics and Law)

지도록 돕습니다.

정경대학은 한국사회에 대한 열정, 과학적 분석능력, 그리고 국제적 리더십을 고루 갖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 학과와 전공의
벽을 넘어 국내외적으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준비합니다. 학생들은 대형 강의실과 일방적 강의에서 벗어나 소규모 세미나
수업에서 함께 토론하고 교수들의 집중 지도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초빙된 석학들의 강연을
듣고 전폭적인 장학금 지원을 받으며, 학교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를 경험하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정경대학이 선도하는 학부교육의 혁신은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엘리트 양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고려대학교의 위상과 명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INTENSIVE ELITE EDUCATION
최고를 向하는 교육
정경대학의 엘리트 융합교육과정은 최고의 인재를 선발
하여 파격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소수정예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경대학 재학생 중 최상위 학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 ECONOMICS

GLOBAL EXCELLENCE

C O LLEG E O F PO LITICAL SC I E N C E

고대 정경대학이 선도합니다.

· Tutorials 20명 이내의 소규모 토론과목들을 중심으로 교수
들의 집중지도 및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
냅니다.

· Thesis Advisors 모든 학생이 교수로부터 졸업논문 지도와
세심한 학업 및 진로 상담을 받게 됩니다.

· Scholarships 모든 학생에게 엄정한 재평가를 통해 전액 또는
반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Seminars & Workshops 정경대학 사회과학 정책연구소(SSPRI)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상시적인 학문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Competitions & Awards 학생들의 심도 있는 연구와 논문
발표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PAEL 융합전공 Public Affairs, Economics and Law
Public Affairs, Economics and Law(PAEL) 융합전공은 정경대학의 학부교육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PAEL은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정경대학 사회과학의 국제적인 연구역량을 기반
으로 인문학, 법학,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식 체계를 완성하고 이를 소수의 엘리트에게 전수하는 융합적 교육
과정입니다.

PAEL 인턴십(Web of Public Institutions)

PAEL Thesis

PAEL은 고려대학교와 정경대학이 구축한 공공기관 및 국제

PAEL 교육과정의 완성단계에서 학생들은 개인 주제에 대한

기구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국내외 주요 현안의 전개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광범위한 사회과학 주제에 대한 체계적 지식
•엄정한 분석방법론
•국제적 당면 문제에 대한 이해

법학전문대학원

미래선도
엘리트
융합교육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 지식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자연환경과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

국제기구
공공부문
대학원

이론과 실천의 접목

PAEL은 거대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역량을 갖춘

PAEL의 교육과정은 세계 최상위의 이론적 진보를 지체없이 전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공공문제 분석 및 해결,

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회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해결 능력을 배양할

법적 체계와 효과, 공공부문의 리더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교과 과정을 제공합니다. 또한 PAEL은 사회과학의 최신 이론과

고려대학교와 정경대학 차원에서 구축한 국내외 민간 및 공공

학석사 연계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학생들은 Applied Financial

지식을 생산하고, 개인의 관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효과

금융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IB

Economics and Statistics(AFES)의 개별 주제에 대해 논문을

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Net(투자은행 네트워크)을 통하여 금융공학 융합전공 내의 모든

작성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논문 지도교수(Thesis Advisor)가

학생들이 실무를 경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정되며, 1:1 지도를 통해 그간 학습한 여러 분야의 지식들을

기법을 갖추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제와 경영, 통계와 수학, 컴퓨터 등의 학문

산학연계 MOU

융합한 연구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학연 협동을 통한 인적, 물적 지원으로 국제금융계의

금융기관이 직접 우수학생을 선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턴십

핵심 두뇌 집단을 키워낼 것입니다.

등의 실무교육 후 곧바로 채용하는 형태의 산학연계 선순환 고리를

글로벌 프론티어
Global Experience

PAEL Thesis는 학생들이 국내외 상황을 근접 관찰하고 새로운

APAIE(아태국제교육협회), EAIE(유럽국제교육협회), NAFSA

데이터를 생성하는 개인별 연구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교육자협회), QS-APPLE(QS-아태국제교육자회의) 등의 국제

개인별로 논문 지도교수(Thesis Advisor)가 배정되며, 연구의

기구와 정경대학 및 학과에서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국립

필요에 따라 해외 현지조사도 지원합니다.

PAEL과 함께 정경대학 엘리트 교육의 한 축을 이루는 금융공학 (Financial Engineering) 융합전공은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견인할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금융

글로벌 프론티어

구축합니다.

를 중심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합니다.

PAEL 해외 연수

엘리트 집중교육

엘리트 집중교육

PAEL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개인별 연구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해외 현지조사 및 연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PAEL

PAEL은 표준화된 대량생산 모형에 기반을 둔 기존의 학부교육

Thesis 단계에 진입한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기구, 해외

체계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하여 소수 선발된 엘리트 정예를 대상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합니다.

으로 대학원에 준하는 집중교육(Intensive Education)을 제공

PAEL Visiting Professorship

합니다.

PAEL의 엘리트 융합교육에 필요한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에서

PAEL 기초교육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석학급 해외 교수를 초빙하여 심화

PAEL의 심화전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전공 세미나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첨단 학문의

기초과목은 정경대학의 핵심 및 전공 교양과정으로 편성됩니다.

변화가 PAEL의 교육과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법학 기초과정, 철학 및 문학의 인문학과정, 자연과학 기초과정

최상위 인재의 유인

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기초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점, 시민권과 리더십, 사회변화와 제도에

체계적 교육 인프라

우수한 이론적인 기초 위에 실무능력과 국제적 시장감각까지 갖춘

•재무경제 / 금융통계 교수진
•해외 석학 초빙, 소규모 강좌

금융네트워크 구축
•IB Net
•Web of Public Institutions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부교육으로는 부족

STRATEGY

VISION
국제금융시장
선도하는 핵심
엘리트 양성

통합적 협조체계 구축

할 것입니다. 첨단기법을 갖춘 창조적 금융 미래인재를 키우기

금융공학 융합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금융 선진국과의 교환
프로그램으로 1학기 동안 해외 대학 및 금융기관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FE Visiting Professorship

위하여 소수 선발된 엘리트 정예를 대상으로 학석사 연계 5년

국내외 금융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과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과정의 집중교육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석학급 교수를 초빙하여 심화전공 세미나를 담당하게 하고, 업적이
탁월한 실무 전문가들을 초청해 실무 세미나를 운영합니다. 이를

밀착형 전공교육

통해 학생들이 첨단 이론, 첨단 실무기술, 그리고 시장의 현안

학석사를 연계한 5년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접근법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으로 시장을 정확히 분석해 내는 금융시장 분석 전문가로 성장

•산학연 협동을 통한 인적,
물적 지원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토대로서의 기초교육은 정경대학의
핵심 교양과정을 비롯하여 경제/경영재무, 통계, 수학, 컴퓨터

최상위 인재의 유인
Bachelier Scholarship

이론과 실천의 접목

프로그래밍 등을 포함합니다. 기초교육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무

PAEL Scholarship

융합지식에 기반한 교육과정

경제학 모형 및 통계방법론, 주식/환율/이자율/신용 관련 상품의

정경대학 재학생 중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30명 내외의 지원자

PAEL은 정경대학 재학생 중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40명 내외의

정경대학은 다년간 금융공학 협동과정과 연계전공을 운영해온

금융공학 융합과정은 전문가 실무 세미나, 인턴십 기회 등 현실로

설계와 가격결정, 위험측정과 관리,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설계

들을 선발하여 운영합니다. 금융공학 융합과정에 진입한 학생들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선발하여 운영합니다. PAEL에 진입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금융시장을 선도할 핵심 엘리트를 양성

통하는 교육을 실천합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상황에 발 빠르게

등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고, 이로써 금융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모두에게 수업료의 전액 혹은 50% 이상에 상응하는 장학금과

PAEL Tutorial

수업료의 전액 혹은 50% 이상에 상응하는 장학금을 지원받습니다.

하는 금융공학 융합전공의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정경대학의

대응하기 위해 국내시장 감각뿐만 아니라 국제적 실무 감각과 외국어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전문인력을 키워낼 것입니다.

다양한 포상을 제공하여 정경대학의 최상위 집단으로 성장할

이를 통해 매년 정경대학 입학생의 상위 10% 우수집단이 PAEL에

학과들뿐만 아니라 타 대학 및 연구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구사 능력까지 갖춘 금융 창의인재를 키워낼 것입니다.

진입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합니다.

하고, 폭넓은 장학금과 지원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육성할 것

PAEL 세미나

PAEL의 기초교육과정과 심화전공 세미나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경제의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체계적 지식, 엄정한 분석 방법론,

PAEL은 한국사회의 발전과 국제 질서 맥락에서의 한국의 역할, 그리고

집단으로 편성됩니다. 각 주제 영역의 세미나는 교수, 해외 초빙

국제적 당면문제에 대한 교과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

사회과학적 분석방법론에 대한 세미나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로

교수(Visiting Professors), 전임 교육교수(Teaching Fellows)로

PAEL Field Fellowship

으로, PAEL은 인류의 공통 이슈에 대해 선제적 대응 능력을

하여금 국내외 이슈의 맥락과 원인에 대한 진단 능력을 습득하게

구성된 팀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PAEL Tutorial은 학생들의 독창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인류보편적인 규범적 가치, 인간에

합니다. PAEL 세미나는 20명 이내의 소규모로 편성되며 고려대학교와

대한 인문학적 성찰, 자연환경과 기술발전에 대한 교과과정

해외의 석학급 교수가 담당하고, 박사급 전임 교육인력들이 분반

으로 운영됩니다.

토론 및 개인 논문을 지도하는 엘리트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첨단연구방법에 정통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정치, 행정,

금융공학 융합전공 Financial Engineering

도시샤대(통계학과), 홍콩대(행정학과)로 구성된 국제 네트워크

PAEL 기초교육은 정치, 행정, 경제의 사회과학 분야별 입문과정,

융합지식에 기반한 교육과정

AFES Thesis

고려대학교가 가입한 Universitas21, APRU(태평양대학협의회),

대만대(정경대학), 와세다대(정치외교학과), 푸단대(경제학과),

•공공문제 분석 및 문제 해결 역량
•공공부문 리더십에 대한 이해
•법적 체계와 효과에 대한 체계적 지식

IB Net 인턴십

Fintech Tutorial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융합과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전국의
최우수 고교생들이 정경대학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입니다. 재무경제와 금융통계 분야에 더욱 집중하여 차별화된

전문가 실무 세미나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첨단 시설을 갖춘 모의실험실에서 빅데이터

현재 금융시장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Tutorial을 통한 소규모 세미나 강의는 교수와 학생들 간의 긴밀한

PAEL Thesis 단계에 진입한 학생들은 개인 연구 프로젝트의 필요에

분석의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소규모 Tutorial 강좌를 통해

섭외하여 실무 세미나 과목을 개설하고, 마지막 연차에 접어드는

상호작용으로 강의의 질을 높일 것이며, 토론식 창의적 학습으로

적인 학습과 연구를 지도하기 위하여 학년별 책임 지도교수와 전임

따라 1학기 동안 해외 현지조사 및 연수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소수 정예를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석학 렉쳐 시리즈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현안에 대한 진단 능력을

학생들의 잠재력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꾸며질

Global Experience 해외 교환 프로그램으로 1학기 동안 해외

교육교수가 개인 및 소집단 프로젝트의 방향, 내용, 진행 상황을

PAEL Field Fellowship은 이러한 학생들의 해외 연수에 필요한

콜로키움으로 최첨단 이론을 전수하며, IB Net을 통해 인턴제도와

습득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최첨단 Fintech 실험실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금융자료에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항공료 및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상담합니다.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금융리더를 키워낼 것입니다.

있도록 합니다.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모의실험으로 현실 시장감각을 기릅니다.

체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심화전공 세미나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집단으로 편성됩니다.

마련합니다.
Global Experience 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