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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Sam Y. Chung is a Professor of Finance at the School of Business -Long Island 

University. Dr. Chung has been also served as a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Finance at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 and Technology (aSSIST) since April, 

2014. He is also a director of the Korea Alternative Investment Research Institute 

(KAIRI). He has been the Academic Advisor of the Chartered Alternative Investment 

Analyst Association (CAIA), a research associate of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s Markets (CISDM)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nd 

an Editorial Board Member of the Journal of Alternative Investments. Since 2010, Dr. 

Chung has also advised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regarding Hedge Fund and other Alternative Investments 

regulatory policies in Korea. 

  

In the Hedge Funds industry, Dr. Chung has had 20+ years of experience as an active 

researcher, advisor, and senior portfolio manager in both U.S. and Korea. He has been 

advising multiple Global GPs for their investment relationship with Korean LPs 

including NPS, KIC, Korea-Post, and other Korean public and private pensions. 

 

Dr. Chung received his Ph.D. in Finance from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ster of Finance from Boston College, and M.B.A from Illinois State 

University.  He has published various articles in Journals such a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the Journal of Alternative Investment along with 

numerous research and consulting endeavors in the area of financial risk management 

and measurement.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s include: Risk Measurement (VaR) 

and Management through Derivatives Markets, Alternative Investment (Hedge Funds, 

CTAs, Managed Futures, etc.) strategies, Futures Market Microstructure, and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e. He is an active member of both academic and 

practical affiliations such as American Finance Association (AFA),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 (FMA), European Finance Association (EFA), Alternative 

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 (AIMA), and Korea-America Finance 

Association (KAFA).  



정삼영 교수 약력 
 

정삼영 교수는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교 (Long Island University) 경영대학 재무학과 종신교수

(2000년 – 현재)를 맡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정교수는 서울과학종합대학의 금융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현재 금융대학원 운영과 더불어 한국대체투자연구원 (KAIRI)을 설립하여 연구활동 

중이다. 또한 정교수는 매사추세스 대학 산하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 

Market (CISDM) (국제 대체투자 연구소)의 연구 위원이자 Journal of Alternative Investment(대

체 투자 관련 국제 학술저널)의 편집 위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정교수는 한국 금융위원회와 금

융감독원의 자본시장과 자산운용분야 학술자문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18년 이상 헤지 펀드 관련 분야에서 교수로서, 자문위원으로서, 펀드매니저로서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는 그는 SSARIS Advisors LLC.(미국 State Street Bank Group 산하 글로벌 헤지

펀드)의 Managing Director와 Parker Global Strategies LLC(미국 재간접 헤지펀드)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담당 부사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정삼영 교수는 매사추세스 대학에서 재무 박사 학위, 보스턴 칼리지에서 재무 석사 학위, 일리노

이 주립대학에서 MBA를 취득하였다. 그는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Finance, 

Journal of Alternative Investment 등과 재무분야와 관련한 대표적인 저널에 여러편의 논문을 출

판하였으며, 금융 분야의 리스크 관리와 측정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노력과 실무적인 컨설팅 활

동을 겸하고 있다. 교수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는 리스크 관리(VaR), 파생상품 시

장 매니지먼트, 헤지펀드, CTA, managed future 등의 대안 투자 전략, 선물 시장 구조, 국제 금

융 등으로 넓은 분야에 이른다. 그는 미국 금융 협회(AFA), 금융 매니지먼트 협회(FMA), 유럽 

금융 협회(EFA), 대안 투자 매니지먼트 협회(AIMA), 한-미 금융 협회(KAFA)등의 여러 학술, 실

무 협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학력 

 

 매사추세스 대학, 재무학 박사 (Ph.D. in Finance) 

 보스턴 칼리지, 재무학 석사 (Master of Science in Finance) 

 일리노이 주립 대학, 경영학 석사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력 

 

 서울과학종합대학 (aSSIST), 금융대학원장- 現 

 한국대체투자연구원 (KAIRI), 원장- 現 

 롱아일랜드 대학(Long Island University), 뉴욕, 재무학과 종신교수(Professor of 

Finance- Tenured since 2005) - 現  

 Rutter Associates USA, 이사- 現 
 미국 헤지펀드 Benchmark Plus LLC, 자문위원- 現 

 Chartered Alternative Investment Analyst Association 국제 대안투자 분석가 협회, 학

술 자문위원(Academic Advisor), 매사추세스 에머스트 

 Institute for Global Asset & Risk Management, Amherst, MA, 글로벌 자산 및 리스크 

관리 연구원, 총 운영 책임자(COO) (2011-2012) 

 KDI School, 자산관리 석사과정 (MAM), 초빙교수 (2007-2010)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07-2008) 

 미국 헤지펀드  SSARIS Advisors LLC, 코네티컷 스탬퍼드,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니징 

디렉터(2000-2007) 

 미국 헤지펀드  Parker Global Strategies LLC, 리스크 관리 담당 이사(2007-2009) 

 

 



가입 협회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 Market(CISDM)(국제 증권 및 파생 시장 센

터), 연구 위원, 매사추세스 대학  

The Journal of Alternative Investment, 편집 위원 

American Finance Association(AFA)(미국 금융 협회), 회원 

Financial Management Association(FMA)(금융 매니지먼트 협회), 회원 

European Finance Association(EFA)(유럽 금융 협회), 회원 

Korea-America Finance Association(KAFA)(한미 금융 협회), 회원 

Alternative Investment Management Association(AIMA)(대안 투자 매니지먼트 협회),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