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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현재 세계는 급격한 세계화를 겪고 있으며, 기업간의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재무의 기초를 함 양 하고 나 아가 금 융 상품의 거래 매커니즘 을 이해할 수 있다 면 유 능한
사회인의 자질을 기르는 데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고 싶은 건강하고 활기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관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민상기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Ph.D Ohio State University
Empirical Asset Pricing,
International Finance,
Liquidity

Ph.D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International Business,
International Finance
Management

PRESIDENT
안녕하십니까,

사례 탐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 팀별로 다양한

IFS의 쉰 번째 회장 최은 진입니다.

모임과 학술 활동이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학기 말에 학술 잡지

먼저 IFS에 관심을 가져주신

Insight Plus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 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IFS는 끈끈한 인적 네트워크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than Finance”라는 가치 아래 IFS 안에서 그 역량들이 조화되는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온 서울대학교 국제재무금융

것을 더욱 중요시합니다. 세미나는 물론 다 양한 야외 활동을 통해

학술동아리입니다. 저희는 금융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학회의 명칭과

활동 회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은 물론, IFS Alumni들과도 돈독한

같이 International, Finance, Society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관계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멘토 모임, OB Session 등 을 통 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양 한 분야로 진출해 계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 아 학회 활동 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IFS는 학회원들이 국제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외 학술 교류를
추 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GPAC(Global Partnership of

이 제 저희 는 IFS 의 가치 를 함 께 만 들 어 나 갈 마 흔 아 홉 번 째

Asian Colleges) 행사를 통해 일본, 대만, 중국, 이스라엘, 베트남

IFSian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FS가 지난 28년간 빛날 수 있었던

등 아시아 유수 대학들과 학술 교류의 기회를 가지고 가지고 있으며,

것은 IFS라는 하나의 가치 아래 다양한 IFSian들의 열정과 노력이

겨 울 에 는 국 내 외 대 학 의 금 융 학 회 들과 함 께 하 는 연 합 포럼 을

있었기 때문입니다. IFS와 함께 더욱 빛날 여러분과 함께할 한 학기를

개최하 여 학술적 교류 및 활발 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FS는 금융에 대한 학회원들의 역량 신장을 추구합니다. 학기 중 정기
세미나를 통해 기업가치평가(Valuation), 파생상품(Derivatives),

2022년 가을, 최은진 드림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 및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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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합니다. 동아리 회원 개개인의 역량 신장도 중요하지만 “More
IFS 는 1994년에 결 성된 이 후 지 금까지 약 28년 동 안 금 융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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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VISION
IFS는 커리큘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학술 지식은 물론 Case Study 및 기타 대외활동을 통한 실무 경험을
모두 갖추게 합니다. 모든 IFSian은 Finance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Global Financial Expert

ACADEMICAL

PRACTICAL

INTERNATIONAL

CONNECTION

정기적인 세미나와

기업분석 및 증권 연계

GPAC, IFS Forum을 통해

산업 전반에 진출한

팀프로젝트로 학술적

프로그램, 장표세션 등으로

국제적 금융감각을 습득

400여명의 졸업생들과

지식을 배양

실무감각 배양

활발한 네트워킹

HISTORY
1994

민상기 교수님 지도하에 IFS 설립

1999

제1회 GPAC(Global Partnership of Asian Colleges) 개최

2009

전국 대학생 증권, 파생 상품 경시대회 우수상 수상

2010

제1회 IFS 국제금융포럼(파생상품의 신대륙) 개최

2011

동부금융그룹 대학생 공모전 대상 수상

2015

매일경제 대학(원)생 금융, 경제, 논문 공모전 우수상 수상

2017

동부 금융제안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2018

머니투데이 MT 청년금융대상 대상 수상

2020

제10회 DB 금융경제 공모전 장려상 수상

2021

제11회 DB 금융경제 공모전 장려상 수상

2022

제12회 DB 금융경제 공모전 장려상 수상

more than 400 meme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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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IFS 회원들은 한 학기 동안 그 학기 커리큘럼에 해당하는 교재를 학습하여 재무의 기초지식을 함양하게
됩니다. 텍스 트 내용 을 공부하고 케이스 문제를 해결하 는 시간을 가진 다 음, 매주 열리는 세미나 에서
동아리 회원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한 주 동안 경제 및 금융 전반의 동향을
살펴보고 현실 금융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TEAM MEETING & SEMINAR
TEXT / CASE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발 한 세미나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주 2회 이상의 팀별
모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팀장의 주도하에 각 팀은 TEXT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케이스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SEMINAR는 모임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모든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이해한 내용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지식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CURRICULUM
IFS의 커리큘럼은 금융의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기에 학회
활동을 시작 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주제를 다 룰 수 있도록 매년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의
과거를 통 찰 하고 미래 가치를 예측하 는 기업가치평가(Valuation), 채권의 가치를 평가 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채권분석(Fixed Income Securities),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션과 선물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파 생상품(Derivatives)으 로 구 성됩니다. 매년 봄학기에는 기업가치평가, 가 을학기에는 채권분 석과
파생상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나아가, 봄학기에는 팀별 기업가치평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WEEKLY REPORT
주간경제동향(Weekly Report)은 한 주간의 경제적 이슈를 점검해보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텍스트 기반의 스터디로 인해 부족할 수 있는 현실 감각을 기릅니다.
삼성증권 연계 프로그램 (선택)
삼성증권 IB, 리서치, S&T 부문과 연계프 로 그램을 진행해 학기 중 5회 정도의 세미나 를 진행합니다.
삼성증권에 재직하시는 현직자의 실무 경험에 관한 강연은 물론, 멘토분들과의 모임을 가집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액팅회원은 삼성증권 인턴 지원 자격을 취득해, 면접 합격 시 파트타이머로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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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소논문인 Insight+를 작성함으로써 Text & Case study로 학습한 내용을 견고히 다집니다

CURRICULUM
SPRING Semester
VALUATION
'Valuation' (Koller, Goedhar t & Wessels)에서 배운 내용 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봅니다. 더불어 기업에서 쓰이는
장표 작성 방법과 엑셀을 활용한 DCF Valuation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팀별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가치평가 프로젝트를 2회
진행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상황과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분야 등
거시 경제 전반 상황의 분석에서부터 시작해, 가치 모델을 이용하여
선택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하는 기술적인 부 분까지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실제 가치 평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경험해봅니다.

FALLSemester
Semester
FALL
DERIVATIVES
옵션, 선물 그리고 스왑을 포함하는 파생상품의 내용을 공부합니다.
기존의 책인 ‘Options, Futures, And Other Derivatives’(John
C.Hull)에 더하여 사전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들의 더욱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말로 쉽게 파생상품을 설명한 ‘재무관리 강의노트
3편’(김종길)을 병행합니다. 단순히 책의 내용을 읽어보는 것을 넘어,
파생상품과 관련된 실제 문제들에 이론을 적용해보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며, 이러한 문제풀이
INTERNATIONAL FINANCE SOCIET Y

과정은 향후 금융 관련 시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FIXED INCOME
기 존 의 커리 큘 럼 에 서 다 루 어 왔 던 투 자 론 ( I n v e s t m e n t s ) 을
대체한 과목으로 'Fixed Income Securities : Tools for Today's
Markets'(Bruce Tuckman)에서 배운 다양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의
기준이 되는 미국 채권시장의 상품들을 분석해 봅니다. 나아가 국내를
비롯한 세계 채권시장에 대한 이해와 채권의 종류별 특성, 채권의
가치평가, 수익률 곡선 및 채권 가격의 민감도 분석, 특수채권 분석을
통해 개별 채권 및 채권 포트폴리오의 가격을 직접 결정해보고 시장의
가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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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금융경제 공모전 및 공모전 다수 수상
IFS는 DB김준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DB 금융경제 공모전에 매년 출품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 편이
넘는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는 공모전의 치열함 속에서 서울대학교 금융 동아리 IFS팀은 2011년 'CNY
NDF & CNH Forward 시장분석 및 금융상품 제안'과 2017년 '스트립 채권을 이용한 보험사 자산 운용
전략 제안'이라는 주제로 당당히 대상의 영예를 얻어 동아리는 물론 서울대의 명성에 빛을 더했습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생명보험사의 새로운 ALM 전략으로써 환매조건부채권(Repo)의 활용 제언'을
주제로, 2021년에는 '공시효과분석을 통한 물적분할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고찰'을 주제로 참가하여
DB 금융경제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제12회 DB 금융경제 공모전에서
'Covid-19 이후 개인투자자의 대거 유입이 KOSPI 시장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_주가과민반응 현상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참여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머니투데이에서 주관하는 제 4회 MT 청년금융대상에 'PIF (Personalized Insuarace Fee):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Real-Time 카셰어링 보험 서비스'를 주제로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예금보험공사 우수논문 공모전에 '차주 단위별 DSR 규제가 가계 부채의
부실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참가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FINANCE SOCIET Y

외에도, IFS의 학회원들은 교내외의 크고 작은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러 차례 수상하였습니다

11

DERIVATIVES / FIXED INCOME
파생금융상품이란?
파생금융상품은 여러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가격을 예측함으로써 수익실현이나 위험회피를
가능케 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이번 가을학기 IFS 회원들은 선물 및 선도거래, 스왑거래의 여러 형태와
활용방법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파생상품 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여러 주제들로 Case
Study와 토론활동이 병행될 계획입니다.

채권이란?
채권은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일반대중과
법인 투 자자 들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 금 을 일시에 대량으 로 조달 하기 위하 여 발 행하 는 일종의
차용증서를 말합니다. 이번 가을학기 IFS 회원들은 채권 및 채권시장과 관련된 공부를 한 후 관련 주제들로
Case Study와 토론활동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Insight Plus+
Text Study와 Case Study 뿐만 아니라, IFS 회원들은 팀장의 지도하에 폭넓은 주제를 바탕으로 한
학기 동안 팀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그 결과 물로서 소논문집인 Insight Plus를 학기 말에 발간하게
됩니다. 세미나 시간에 마련된 중간점검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서로 확인, 검토하고 다른 팀원들의
피드백을 받아 학기 말에 최종완성본을 제출하게 됩니다. 단, Insight Plus는 2022년부터 매 가을학기에만
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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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주차

TEXT STUDY

CASE STUDY

INSIGHT
PLUS+

09/07

1st

Pre-session

09/16

2nd

Team 1, 2

09/23

3rd

Team 3, 4

09/30

4th

Team 5

10/07

5th

Team 2, 3

10/14

6th

Team 4, 5

10/21

7th

Mid term

10/28

8th

OB Session

11/04

9th

방향성 발표

11/11

10th

초안 발표

11/18

11st

중간 발표

11/25

12nd

최종 발표

* 상기된 일정은 학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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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1

BE GLOBAL FINANCIALISTS!

Text Study
기업가치평가 - Valuation
파생상품 - Options Futures and Other Derivatives

STEP1 : Study

채권분석 - Fixed Income Securities

Case Study
DCF Valuation with Excel
개별 채권상품 위험도 추정

STEP2 : Practicing

Harvard Business Review- case analysis

경영 경제 잡지 Insight+ 발간
각종 경제 리포트 분석

STEP3 : Advancing

주간 경제 동향 Seminar

Global Competition
DB 금융경제 공모전 참가
아시아 대학생 토론의 장 GPAC 참가

STEP4 : External

다른 대학과의 연합 Forum 개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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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 the World Economy

04
GPAC
(Global Partnership of Asian Colleges)

The College of Management Academic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eda University
Keio University
Meio University
Chiba University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Southwestern University Finance and Economics
Vietnam National University

14

GPAC (Global Partnership of Asian Colleges)
GPAC은 아시아 유수의 대학에서 모인 대학생들이 세계 경제 현안 및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국제 학술 포럼입니다. 1999년 서울대
경영학과 민상기 교수님과 일본 게이오대 경제학부 Haruo Shimada
교수님의 지도로 시작된 이래, 23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GPAC은 세계화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간의 네트워크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GPAC에는 아시아 6개국의 9개 대학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매년 8월에
5개국을 번갈아 가며 개최되고 있습니다.

" Demonstrate Your
Global Competence with GPAC "
PASSION
G PAC에 서는 각 팀에 서 다 섯 가지 주 제(Inter nat ional F inance,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Administration, Tourists Economics,
Labor Economics) 중 하나를 선택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합니다. 이어
펼쳐지는 Case Competition에서는 국제금융, 경영전략에 관한 케이스를
국적에 관계없이 구성된 팀 별로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조정하며

CULTURE
매년 6개국 9개교를 번갈아 가면서 열리는 GPAC은 서로 간의 문화 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City Tour, Culture Tour 등
다양한 테마로 관광을 합니다. 또한, GPAC기간 내내 여러 나라 학생들로
구성된 팀 단위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국의 사회, 문화, 그리고 전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FRIENDSHIP
“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 (Gon ni chi wa?)”

“你好 (Ni hao)?” “Xin Chao (Xin Chao)?”
처음의 서먹함은 잠시일 뿐, Welcome Party, 논문 발표 및 토론, Case
Competition, 문화체험, 지역관광을 통해 다른 나라 학생들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까워진 이들은 함께 꿈을 이뤄가는 동료이자 자극이 되는
경쟁자로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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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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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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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FORUM
IFS는 매년 겨울, 타 대학교의 재무 금융 학회와 협력하여 연합 포럼을 개최합니다. 2016년에는 연세대학교
금융학회 YFL 및 북경대학교 한인 유학생 경제학회 P.E.I.N과, 2017년 포럼에서는 연세대학교 금융학회
YFL 및 서강 대 학교 금 융 학회 SG Fenero 와 함께 연합포럼을 개최하 였습니다. 더 나 아가 2018,
2019년에는 YFL과 친목도모 및 학술교류를 위한 포럼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판데믹으로 교류행사를 일시중지하였으나, 2022년 1학기에는 YFL과의 연합포럼을 개최, 다시
교류를 활발하게 재개하였습니다
IFS는 연합 포럼이 끝난 후에도 이들 학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타교 학생들과 의 교류 는 IFSian들의 시야 를 넓혀줄 뿐 만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역시 보다 풍 부하게
만들어줍니다.

<2019>

SESSION 1

SESSION 1

핀테크 (로보 어드바이저, 블록체인)

각국 무역 현황 (미중무역전쟁, 브렉시트)

SESSION 2

SESSION 2

대체투자 (메자닌, 사모펀드, PF, VC)

금리 (금리와 환율, 미연준 금리영향)

SESSION 3

SESSION 3

금리 (FOMC, 미연준 금리인상의 영향)

IPO (차등의결권제도, underpricing사례)

SESSION 4

SESSION 4

우선주의 가치평가 및 보통주와의 차이

한국 부동산 시장 (대출규제, 공시지가)

SESSION 5

SESSION 5

저출산 고령화와 부동산, 미래경제

FICC (DLS, RP규제),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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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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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INSIGHT+
저희 IFS는 매년 최신 금융/경영/경제 관련 이슈를 분석하는 [IFS Insight+]를 작성, 발행함으로써
격변하는 금융시장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고민과 팀원 간 협력을 통해 나름의 insight를
얻는 과정은, 설령 결론이 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고민의 과정 자체로 IFSian을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IFS Insight+]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최신 경제, 경영 이슈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TOPICS OF 22nd INSIGHT PLUS+
TEAM 엠비티잎스
주주구성에 따른 주가폭락위험성

TEAM 넷플잎스
현금전환주기의 기업 부실 여부 예측 지표 활용 가능성 검증
_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TEAM 잎생로랑
VAR 모형에 근거한 적정 NPL 비율 평가 및 NPL 시장 활성화 방안 제언
TEAM 잎슐랭가이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De-pegging과 CDS
_UST와USDN을 중심으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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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지분율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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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 EXTERNAL ACTIVITIES
MT
MT는 YB와 OB가 함께하는 IFS의 첫 공식행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IFSian들은 신입회원들과 함께 새
학기를 이끌어 갈 결속력을 다지게 됩니다.

경영대 학술연합 및 YFL 교류
매 학기 경영대 학술연합에 속한 학회들, 그리고 연세대학교 금 융 동아리인 YFL과의 교류가 진행되고

HOME COMING DAY & YEAR END PARTY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Home Coming Day 및 Year End Party는 IFS OB과 YB가 모두 모여 서로에 대한
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동아리 내의 큰 행사입니다. 교내의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지도교수님과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선배님들도 모두 한 자리에서 뵐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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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IFS EXTERNAL ACTIVITIES
MENTORING
IFS의 가장 큰 장점인 선배님들과의 돈독한 관계는 멘토모임에서 빛을 발합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찾아가 최신 정보와 생생한 경험담, 진심 어린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21년 2학기에도
많은 IFS 선배님들을 찾아 뵈었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OB SESSION
텍스트에서 얻은 지식이 현장에서 100%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OB세션에서
얻을 수 있는 선배님들의 조언은 그 무엇보다 값진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학기에는 13기 김은정
선배님(수출입은행), 35기 오규인 선배님(KTB프라이빗에쿼티), 35기 김민수 선배님(KTB투자증권), 3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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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로 선배님(이지스자산운용)을 초청하여 OB세션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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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 CAREERS
1기 김삼두 대신증권
1기 배현수 우리투자증권
1기 이상윤 에이투파트너스(대표)
1기 정진형 KEB하나은행
2기 김현아 한국기업평가
2기 문주호 MBK partners
2기 이충섭 Morgan Stanley
3기 이찬우 Glenwood PE
4기 김익수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4기 방홍기 한국은행
4기 양석진 한화생명
4기 이재영 Nomura Financial Inv
4기 이찬우 유진자산운용
4기 임성일 삼성자산운용
4기 유주희 SK Communications
4기 이진영 ST & Company
5기 김 율 신한은행
5기 김태율 HSBC
5기 이성진 Deloitte Consulting
5기 박선희 Illinois University
5기 이강이 Google
5기 이민정 Towers Perrin
5기 안희준 한국신용평가
5기 이민정 Towers Perrin
5기 안관선 LS오토모티브(CFO)
5기 임희영 Stanford University
5기 최종환 KIWIPLE
6기 이준만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6기 박지나 Apple Korea
6기 고순민 Moloco
6기 김경규 세정
6기 김지수 Brown University
6기 권성택 한국은행
6기 김동준 한국투자공사
6기 김원기 Barclays Capital
6기 손용석 UBS
6기 송연경 Citi Group
6기 이상윤 산업은행
6기 이수진 산업은행
6기 이재준 Nomura International
6기 이주호 Credit Suisse
6기 이해인 한국은행
6기 최보형 산업은행
7기 윤호정 Purdue University
7기 감용규 금융감독원
7기 박정수 Tic Toc Planet. Inc
7기 이성재 Cornell University
Johnson School
7기 신형철 삼성전자
7기 박지환 Crownrock Partners
7기 유재원 Goldman Sachs
7기 이무광 Truston Asset
7기 최혜진 Nomura Financial Inv
8기 이성배 Bain & Company
8기 이승응 eBay
8기 강노경 Standard Chartered
8기 우종원 산업은행
8기 이우승 유진투자증권
8기 이진아 Deutsche Bank
8기 진호준 신한은행
9기 이건희 애니파크
9기 이수연 신세계
9기 이태하 슈로더투신
9기 임성희 Morgan Stanley
9기 임홍구 BNP Paribas (FICC
sales)
9기 장봉식 유한킴벌리
9기 이지은 SK Telecom
9기 홍두기 Decent Capital
9기 이태하 슈로더 투신

10기 류경원 Bank of NY Mellon
18기 안태진 법무법인 광장
10기 윤조한 SK 에너지
18기 이혜미 롯데그룹
10기 임다사롬 Wharton School
18기 정구윤 삼성전자
10기 박선주 Interbrand
18기 조영관 법무법인 JP
10기 박연주 Mckinsey & Company
18기 정대갑 BDA Partners
10기 윤아영 Pantech & Curitel
18기 김종혁 Nomura Financial
10기 이은재 Johnson & Johnson
Investment
10기 박경훈 브라더 주식회사
18기 이수지 BofA Merrill Lynch
10기 오시은 삼성전자
18기 민정원 금융감독원
11기 구은미 Must Investment
19기 김승민 Bain & Company
11기 박강희 현대모비스
19기 이원석 NH투자증권
11기 예형래 Kylin Management LLC 19기 현진석 ING 증권
11기 조아영 신한은행
19기 엄기호 ING 증권
11기 한영기 VIG 파트너스
19기 조아라 Guidebook Inc.
11기 한영환 Goldman Sachs
19기 고병철 Guidebook Inc.
12기 장문수 유진투자증권
19기 김형건 Bain & Company
12기 이상호 Oliver Wyman
19기 이지혜 산업은행
12기 채유빈 대우조선해양
19기 김태오 Vingle
12기 천소연 Georgia Tech
19기 은동재 University of
12기 한연식 BNP Paribas
Washington
(FICC Trading)
19기 홍영오 금융감독원
12기 황진만 LG전자
19기 박수현 기획재정부
12기 김지현 Oliver Wyman
19기 이동언 JP Morgan
12기 서가연 Stanford GSB
20기 이석원 Morgan Stanley
12기 이은영 현대카드
20기 정원택 미래에셋자산운용
13기 김상우 Mitsubishi UFJ
20기 고유미 Upenn
13기 이장혁 신한 BNP파리바 자산운용 20기 채민석 한국은행
13기 김은정 수출입은행
20기 제형권 외환은행
13기 장 홍 김앤장
20기 현 석 삼성전자
13기 김율영 한국투자공사
20기 한지상 University of Texas
14기 조민근 Columbia Uni. MBA
at Austin
14기 한주성 딜테이블
20기 이희수 어니스트펀드
14기 황준산 삼일회계법인
20기 이석원 Morgan Stanley
14기 전승연 청담러닝
21기 김도성 BNP Paribas
14기 박진만 BofA Merril Lynch
21기 김예슬 BC카드
14기 홍혜원 Prudential Financial
21기 안황환 금융감독원
14기 백승엽 WANTED
21기 임동균 국민은행
14기 조한주 신한금융투자
22기 변혜리 삼일회계법인
14기 이새롬 Wharton School (Univ. of 22기 오영진 삼일회계법인
PA)
22기 이덕형 교보생명
15기 김시내 Oliver Wyman
22기 이재선 산업은행
15기 김유진 현대카드캐피탈
22기 정하영 Credit Suisse
15기 윤주노 Morgan Stanley
23기 서준원 Touch Stone
15기 이주원 산업은행
23기 유경민 KDB대우증권
15기 김민경 GE FMP
23기 이인영 현대카드캐피탈
15기 임성환 ING 증권
23기 최정우 DB손해보험
15기 황보승우 유안타증권
(자산운용)
15기 유리슬 국제금융공사
24기 김혜령 한국정책금융공사
15기 김상학 현대상선
24기 안유진 미래에셋자산운용
15기 송영아 하이퍼커넥트
24기 장민주 농협
15기 이권탁 기업은행
24기 정재훈 NH투자증권
16기 남송현 스타트업(원티드)
25기 강제훈 메리츠종금증권
16기 모민영 코리안리
25기 김병수 한국투자증권
16기 손은희 MIT
25기 안경필 신한은행
16기 윤상범 율촌
25기 유근영 KDB대우증권
16기 송윤상 Georgetown Univ
25기 이규원 Morgan Stanley
16기 최관호 Credit Suisse
25기 장은현 Citi Group
16기 구본승 지식경제부
25기 홍준기 KDB대우증권
16기 백 산 LINE
26기 김용훈 BofA Merrill Lynch
16기 김원빈 한국투자공사
26기 김현태 수출입은행
16기 박주언 금융감독원
26기 박준용 신아세무법인
17기 김형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26기 이예림 현대라이프
17기 유재익 산업은행
26기 최연구 메리츠종금증권
17기 이은경 금융감독원
27기 문수찬 금융감독원
17기 서정현 NYU
27기 우정호 KEB하나은행
17기 정연우 포스코
27기 조숙희 여신금융협회
17기 홍나리 대한항공
28기 안상민 삼일회계법인
17기 안재영 Berkeley
28기 이상목 DB손해보험
17기 황지연 Pomona Capital
(자산운용)
17기 구자휘 삼성증권
28기 이준동 DB손해보험
18기 김솔하 S-Oil
28기 이창은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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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기 이하진 신한은행
28기 전우상 한국증권금융
29기 김완재 한국증권금융
29기 김재은 삼성증권
30기 김혜권 안진회계법인
30기 박성철 삼성자산운용
30기 염혜인 Credit Agricole
30기 하건영 신한금융투자
31기 김도로 미래에셋자산운용
31기 안형수 다이와증권
31기 유정호 Caryle Group
31기 이선우 삼성증권
31기 신용섭 한국투자증권
32기 김규태 신한금융투자
32기 서우승 금융감독원
32기 임정현 삼성증권
32기 한상원 한화생명
32기 한수로 무역보험공사
32기 오지연 금융감독원
33기 이진안 머스트자산운용
33기 최수문 예탁결제원
33기 황준식 미래에셋대우
33기 유지인 수출입은행
33기 김예리 스타트업
34기 이지예 삼성전자
34기 황종 삼일회계법인
34기 반수연 A.T. Kearney
35기 김누리 미래에셋자산운용
35기 오규인 KTB프라이빗에쿼티
35기 이주섭 삼성증권
35기 이선유 서울보증보험
35기 조은영 인천국제공항
36기 박상우 신한금융투자
36기 서정규 삼정회계법인
36기 송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37기 정현석 서울대 로스쿨
38기 기세환 삼성전자
38기 김유미 미래에셋대우
38기 신주영 하나금융투자
38기 한주연 LINE
38기 홍성수 한국거래소
39기 김다정 미래에셋자산운용
39기 이주연 삼정 KPMG
39기 장은형 우리은행
39기 최준호 LINE
39기 최지헌 삼성전자
40기 김종화 신한은행
40기 김채연 한국투자증권
40기 박영욱 연세대 로스쿨
40기 이승환 삼성전자
40기 이종혁 미래에셋대우
40기 정진수 미래에셋대우
41기 김민지 삼일회계법인
41기 임재훈 Pwc 삼일 회계법인
41기 김지영 SK이노베이션
41기 김지현 성균관대 로스쿨
41기 최승헌 롯데케미칼
41기 박희만 DB손해보험 (자산운용)
41기 허윤선 삼성전자
41기 정수민 산업은행
42기 김해인 성균관대 로스쿨
42기 박민경 한국투자증권
42기 박세라 예금보험공사
42기 성혜린 서울대 로스쿨
42기 윤정인 Macquarie
42기 이세니 SK이노베이션
42기 이주현 마스턴투자운용
42기 이지원 NH 투자증권
42기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42기 정지웅 KB증권
43기 김건우 삼성생명

43기 남광모 한국투자증권
43기 신혜선 신세계백화점
43기 이 찬 서울대 로스쿨
43기 장서윤 서울대 로스쿨
43기 정진원 나이스신용평가
44기 강성모 산업은행
44기 이승민 서울대 대학원
44기 전혜원 신한금융투자 (ECM)
44기 허재민 Societe Generale
(FICC Trading)
44기 황정은 BCG
45기 강윤균 KB 자산운용
45기 김민국 SK하이닉스
4 6 기 김 진 홍 G r a v i t y P r i v a te
Equity
46기 장은혜 산업은행

다양한 진로의
수많은 선배님들은
IFS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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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민 / IFS 44기 (지시공)
Societe Generale

전혜원 / IFS 44기 (자유전공학부)
신한금융투자 IB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2학기부터 3학기 동안 활동한 IFS 44기

안녕하십니까, 2019년 2학기부터 3학기동안 활동한 IFS 44기

허재민입니다. 저는 2021년 7월부터 Societe Generale, FICC

전 혜 원 입 니 다. 저 는 2 0 21년 상 반 기 신 한 금 융 투 자 공 채 에

Market Trading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합격하여, IB그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 IFS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IFS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FS의 매력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점이라고

I F S 는 진로 를 설 정 하 는 데 있 어 서 나 침 반 같 은 존 재 입니 다.

생각합니다. 다 양성은, 다 양 한 분야 에 활동 중이신 선배님들과

IFS에서의 다양한 활동 덕분에 막연하기만 했던 저의 진로를 점차

교류할 기회가 많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진로에 계시는 선배님들과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텍스트/케이스 스터디, 인사이트 플러스

만남을 통해 아직 진로에 고민이 있는 학우분이라면 결정을 내림에

작성으로 재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성은, IFS만의 학회지

선배님들과의 만남과 증권사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Insight Plus입니다. 팀별 자유 주 제를 선정해 함께 탐구하고

시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든든한

공부하며 각 팀이 원하는 분야로 더 심화해서 학습할 기회를 얻게

IFS 학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됩니다.

3. IFS에서 쌓은 인간관계 및 경험이 사회 생활을 하는데에 어떤

3. IFS에서 쌓은 인간관계 및 경험이 사회 생활을 하는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IFS에서 만난 인연은 대학생활부터 지금까지 항상 큰 힘이 되어주고

IFS의 경험이 저에게 버팀목이자 길라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있습 니다. 배 울 점도 많고 잘 맞는 팀원들 을 만 나 너무 재밌게

최 근 10 년 간 금 융 권 취 업 한 선 배 가 1명 ( ? ) 있 었 던 학 과

학회활동을 할 수 있었고, 진로 결정을 하던 시기에는 함께 고민을

재학생으 로서 금 융 권으 로 진입하기 위해 많은 막 연한 고민을

공유하며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하였었습니다. IFS를 통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고, 기반을 쌓고

계신 선배님들을 찾아뵙고 생생한 현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IFS에 계시는 이공계 선배님들로부터

점도 IFS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었고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보며 준비를 할 수

IFS였다는 사 실이 하나의 소중한 네트워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있었습니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도 최근에 입사하신 주니어 선배님들로부터

4 .IFS에 지원하려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면접 준비를 도움받을 수 있었고, 시니어 선배님들께부터

대 학 생 활 의 끝무 렵 에 들 어 간 IFS 덕 에 대 학 생 활 을 행 복 하게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IFS 활동 중 후회가 남는 것이 있다면 한

4 .IFS에 지원하려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학기라도 더 빨리 IFS에 들어가지 않은 점입니다. 금융권에 대한

IFS는 제 대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활동이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미 IFSian이 되기 위한 자격은 충분합니다.

단순한 학회를 넘어 또 하나의 사회로 저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

IFS를 통해 재무 지식, 진로 방향성, 그리고 좋은 사람들까지 다

집단 이고, 금 융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준
곳입니다.
학내에 다양한 학회가 존재하는 만큼 학우 여러분 또한 많은 고민을
하 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IFS라 는 길을 먼저 고민하고
선택한 입장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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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C R U I T I N G
IFS가 50기 IFSian을 찾고 있습니다!
IFS에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RECRUITING SCHEDULE

RESUME

Interview

제출 기간

일시: 2022년 9월 3일 (토) ~ 9월 4일 (일)

8월 29일 (월) 자정 ~ 9월 1일 (목) 오후 11:59

설명회

지원서 양식:

8월 30일 (화) 오후 7시

IFS 홈페이지(www.snuifs.com) > Join Us

ifsian@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 Apply에서 다운로드

카카오톡 채널 '서울대학교ifs'로 문의하시면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원서 제출:

설명회 당 일에 도 줌 링 크를 인스 타그램 계 정

ifsian@gmail.com

@snu_ifs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의
O.T. & Pre-Session

여승민 010-5249-6392

일시: 2022년 9월 7일 (수)

서덕윤 010-2651-5260
인스타그램 @snu_ifs
카카오톡 채널 '서울대학교 ifs'

일

월

화
30

4

온라인
설명회
오후 7시

수

6

7

12

13

14

인터뷰

11

1

31

5

목

OT &
PreSession

금

지원서
마감
오후 11:59

2

8

9

15

16

토
3
인터뷰

10

17
Seminar

19

20

21

22

22

23

24
Seminar

25

26

27

28

29

30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