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유진(요사팟)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재무관리)을 졸업하였고, New York University의 Stern School of Business에서 

MBA(Finance)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년대 초에 CFA 및 FRM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으며, 펀드매니저들의 사관학교라 불리던 대한투자신탁의 주식운용부 및 국제부에서 프로그램매매, 파생

상품 투자시스템 설계 및 투자전략 그리고 유럽주식시장 투자를 담당하였다. 그는 Asia 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증권학회지, 재무연구, 재무관리연구, 금융연구, 선물연구, 계량경제학보, 소비자연구 

등 국내외 학술지에 Average Price Futures, Option Pricing, Value at Risk, Mortgage-Backed 

Securities, Asset-Backed Securities, Yield Curve 및 Behavioral Finance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또한 동 학술지들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여 왔다. 특히 2015년에 최초로 평균가격선물

(Average Futures)을 고안하고 그 가치평가 및 특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2018년도에 한국

금융학회로부터 <금융정책> 분야에서 우수논문상을, 2010년도에는 동 학회에서 <국제금융․외환> 분야에서 

우수논문상을, 2009년도에 Asia 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에서 Best Paper 상을, 그리고 

2005년도에 한국재무관리학회로부터 남곡학술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미국 국무부 소속 Fulbright 

재단으로부터 Fulbright Mid-Career Research Grant를 수여하여 Stern School of Business에서 

교환교수로 1년 동안 연구하였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채권과 이자율파생상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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