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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표

  대학원 경제학과는, 무한 경쟁 속의 세계화로 표현되는 시대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와 세계의 발전에 실질적인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경제연구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첨단의 이론을 포함한 제반 경제
이론을 심화 학습함으로써 현실경제의 원리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유용한 분석방법을 도입,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여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결은 물론, 국가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는데 교수 및 연구의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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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표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45502 M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G45601 M 경기변동론 Theory of Economic Fluctuations
G45716 M 경제계획론 Economic Planning
G45607 M 경제발전론 Development Economics
G45603 M 경제사 Economic History
G45112 M 경제이론세미나특강 Special Topics in Eocnomics
G45715 M 경제정책론 Economic Policy
G45726 M 경제학방법론 Studies in Methodology of Economics
G45613 M 경제학사 History of Economic Theory
G45725 M 경제학사특수연구 Studies in History of Economic Doctrines
G45120 M 계량경제학 Econometrics
G45212 D 계량경제학특강 Special Topics in Econometrics
G45705 D 고급거시경제이론 Theory of Marcro Economics
G45704 D 고급거시경제학 Advanced Macroeconomics
G45230 D 고급거시경제이론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Macroeconomics
G45734 D 고급경기변동론 Advanced Theory of Business Cycle
G45714 D 고급경제발전론 Advanced Development Economics
G45728 D 고급경제발전론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Development Economics
G45708 D 고급경제사 Advanced Economic History
G45615 D 고급경제사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Economic History
G45616 D 고급경제학사 Advanced History of Economic Theory
G45231 D 고급경제학사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History of Economic Doctrines
G45721 D 고급계량경제학 Advanced Econometrics
G45722 D 고급계량경제학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Econometrics
G45713 D 고급국제금융이론 Advanced International Finance
G45712 D 고급국제무역이론 Advanced International Trade
G45717 D 고급금융이론 Advanced Banking Theory



G45723 D 고급노동경제학 Advanced Labor Economics
G45729 D 고급노동경제학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Labor Economics
G45303 D 고급미시경제이론 Advanced Microeconomic Thories
G45701 D 고급미시경제학 Advanced Microeconomics
G45702 D 고급미시경제이론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Microeconomics
G45719 D 고급산업조직론 Advanced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G45720 D 고급산업조직론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G45306 D 고급수리경제학 Advanced Mathematical Economics
G45730 D 고급수리통계학 Advanced Mathematical Statistics
G45731 D 고급재정학 Advanced Public Economics
G45732 D 고급재정학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Public Economics
G45305 D 고급화폐금융론 Advanced Money & Banking
G45709 D 고급한국경제사 Advanced Korea Economic History
G45711 D 공공선택이론 Theory of Public Choice
G45606 M 국제경제학 International Economics
G45612 M 노동경제학 Labor Economics
G45619 M 도시및교통경제학 Urban and Transportation Economics
G45501 M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G45301 D 미시경제학특강 Seminar in Microeconomics
G45614 M 비교경제체제론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G45727 M 비교경제체제론특강 Seminar in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G45609 M 산업조직론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G45602 M 수리경제학 Mathematical Economics
G45611 M 수리통계학 Mathematical Statistics
G45703 M 일반균형이론및후생경제이론 General Equilibrium and Welfare Economics
G45605 M 재정학 Public Finance
G45208 D 재정학특강 Seminar in Public Finance
G45617 M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ics
G45533 D 조세론 Theory of Taxation
G45209 M 지역경제학 Regional Economics
G45735 M 한국경제론 Seminar in korean economy
G45128 M 한국경제사 Korean Economic History
G45113 D 한국경제사특강 Seminar in Korean Economic History
G45608 M 화폐금융론 Money and Banking
G45620 M 환경및자원경제학 Economics of Environments and Resources

강의 교과목 내용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s)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대안들의 분석에 필요한 거시이론들을 다룬다. 소득, 투자, 
그리고 통화의 수요 및 공급등에 관한 이론과 내생적 경제성장이론 등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경기변동론 (Theory of Economic Fluctuations)

  경기변동의 발생원인 및 진행과정, 그리고 안정화정책에 관련된 제반 이론들을 소개한다. 케인즈의 경기변동론, 케
인지안 경기변동모델, 오스트리안 경기변동이론, 통화론자의 경기변동이론, 그리고 최근의 균형경기변동이론 등을 
공부한다.
경제계획론 (Economic Planning)

  경제계획의 유형, 전략, 기법 및 과정을 다룸
경제발전론 (Development Economics)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과정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며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대내외 정책과 
발전계획을 검토한다. 실업, 이중구조, 산업화의 문제, 투자우선순위, 경제발전계획 등이 주요 학습 대상이다.
경제사 (Economic History)

  경제이론의 변천사는 경제구조의 변천사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본 강의에서는 경제이론의 변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양과 서양의 경제사적 사실들을 시대사별로 뽑아 공부한다.
경제정책론 (Economic Policy)

  혼합경제체제에 있어서 경제활동을 통제하는 정부의 제반정책에 대한 정책이론적 근거를 연구하며 그 의의와 한계
를 다룸
경제학방법론 (Studies in Methodology of Economics)

  경제학설사적 입장에서 경제학방법론의 변천과정을 검토하고, 과학철학이 경제학 방법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경제학이 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한 연구방법을 논의한다.
경제학사특수연구 (Studies in History of Economic Doctrines)

  특정 경제학자 또는 경제이론에 중점을 두고 이들에 대한 심층분석을 함. 특수과제는 학기초 수강생과 함께 상의하
여 정함
경제학사 (History of Economic Theory)

  경제학사방법론, 고전파경제학, 마르크스경제학, 신고전학파경제학, 새고전학파경제학, 발전의 경제학, 현대 경제학
의 문제와 과제 등의 주제에 대한 논문들을 뽑아 강의한다.
계량경제학 (Econometrics)

  경제변수들간의 제관계를 표시하는 모수를 추정하여 그 관계의 논리성을 검증하고 분석하여 예측함을 목적으로 한
다. 기본선형회귀모형의 추정, 예측, OLS의 문제점, 연립방정식모형의 식별과 추정을 공부한다.
고급거시경제학 (Advanced Macroeconomics)

  케인즈 이후 발전하여 온 제반 거시경제모형과 거시경제정책을 이해한다. 학습의 중점은 다음 세가지 분야이다. 첫째 합리적기
대가설과 New Classical Macro Models, 둘째 New Keynesian Macro Models, 셋째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제이론 등을 공부
한다.
고급거시경제이론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Macroeconomics)

  거시경제학에 관한 기본모형과 구미학술지의 논문을 연구하여 박사학위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에 도움을 줌을 목적
으로 한다. 강의는 New Classical Macro Models, New Keynesian Macro Models 그리고 최근의 동학적 거시경
제정책이론의 주요 논문들을 학습한다.
고급경기변동론 (Advanced Theory of Business Cycle)

  거시경제학, 중급 거시경제학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서 경기변동에 관한 동태적     모델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고급경제발전론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Development Economics)

  신흥 공업국 경제에 대한 고급 주제를 선정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
고급경제발전론 (Advanced Development Economics)

  경제발전론에서 다루지 않는 고급주제를 다루게 되며, 여기에 포함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개발도상국의 금융구
조연구, 금융안전화정책, 기술이전과 다국적기업의 역할
고급경제사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Economic History)

  경제사적 사실들을 시대사별로 분류하여 심층분석 한다.
고급경제사 (Advanced Economic History)

  경제사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서구의 국가별 또는 시대별로 문제를 선정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한다.
고급경제학사 (Advanced History of Economic Theory)

  제반경제 이론에 대해 학파별로 심층연구를 하며 경제학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고급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급계량경제학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Econometrics)

  기존의 계량경제학 연구를 바탕으로 해외저널의 논문을 연구하며, 다양한 모델에 대해 심층분석을 한다.
고급계량경제학 (Advanced Econometrics)

  이 강좌에서는 계량경제학 강좌에서 다루지 못한 각종 모델의 회귀분석 방법, 시계열분석, Baysian 추정방법, 
non-parametic test, cointegration, unit root test등을 공부하여 최근의 계량경제학의 동향을 살펴본다.
고급국제금융이론 (Advanced International Finance)

  국제간의 실물거래에 대응하여 흐르는 외환거래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원인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며, 각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 고찰하는 과목임. 물론 외환, 국제금융, 국제수지등
의 제반 정책적 시론도 다루어 본다.
고급국제무역이론 (Advanced International Trade)

  국제간의 유형 무형재의 이동에 있어 그의 인과를 규명하고 또한 그의 양태를 고찰하여 보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항까지도 고려하여 연구한다. 물론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정책적 시론도 아울러 연구하여 본
다.
고급금융이론 (Advanced Banking Theory)

  화폐금융론의 미시적, 산업조직론적인 측면을 다룬다. 금융기관의 존재이유와 역할, 증권시장의 균형, 비대칭정보와 



금융시장, 금융시장의 효율성, 중앙은행론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고급노동경제학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Labor Economics)

  노동경제학의 주요 이슈들을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심화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
고급노동경제학 (Advanced Labor Economics)

  현대산업사회의 핵심적 노동문제들에 관한 연구방법론과 이것들이 노조, 기업, 정부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시장기
구와 제도적 장치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다룸
고급미시경제학 (Advanced Microeconomics)

  완전경쟁, 독점, 과점, 독점적경쟁 등의 시장조직과 일반균형이론, 후생 경제학, 정부경제학, 미시경제정책 등을 심
층 분석하고 현실적인 독과점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과 시장집중도 등을 연구한다.
고급미시경제이론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Microeconomics)

  현실적 시장 형태인 독과점시장에서의 가격이론, 생산량결정이론을 심층 분석하고, 과점기업의 경제력집중과 시장
집중도를 심층 분석한다.
고급산업조직론세미나 (Seminar in Advanced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고급산업조직론에서 다루었던 주제에 대한 논문을 뽑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
고급산업조직론 (Advanced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구조, 시장행동, 시장성과의 상관관계, 경제력집중과 시장집중의 구체적측정, 산업조직과 외국무역, 독점금지정
책(공공정책과 산업정책)등을 집중 연구함
고급수리통계학 (Advanced Mathematical Statistics)

  수리통계학에서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확률적 경제이론을 심층 연구한다.
고급수리경제학 (Advanced Mathematical Economics)

  이 강좌에서는 일반균형이론, 게임이론, 불확실성의 경제이론 등을 심도있게 공부하며 최근 수리경제학의 동향을 
살펴본다.
고급화폐금융론 (Advanced Money & Banking)

  화폐 경제의 움직임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을 그 목적으로 미시적 연구 대상으로 통
화와 신용의 본질, 자산선택, 금융중개, 통화공급 등을 다루며 거시적 측면에서 경기변동 및 경기성장과 통화와 신
용, 인플레이션,거시금융정책 등이 주요 강의이다.
고급한국경제사 (Advanced Korea Economic History)

  한국경제의 시대적 분류, 발전단계, 개념정립 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공공선택이론 (Theory of Public Choice)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을 공공부문의 결제 주체인 정부를 중심으로 후생경제학적인 접근 방법
으로 분석한다.
국제경제학 (International Economics)

  국제경제거래 즉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경제거래활동이 ① 어떻게 성립되며, 또 행해지고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는가 ② 국제
경제거래가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나고 또 그러한 거래의결과로 각국은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것인가 등을 위주로 분석 평가 
해명한다.
노동경제학 (Labor Economics)

  현대산업사회의 핵심적 노동문제들이 노조, 기업, 정부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시장기구와 제도적 장치를 연구한
다.
도시및교통경제학 (Urban and Transportation Economics)

  공간균형하의 도시내부구조, 최적도시, 주택시장, 교통문제, 환경문제, 국가의 공간정책 및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문
제등을 다룬다.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s)

  소비자행동이론, 생산자행동이론, 시장형태에 따른 가격결정이론, 생산요소의 결정이론, 일반균형이론, 후생경제학, 
정보경제학, 미시경제정책 등 가격기구의 분석과 자원배분상의 제문제를 분석한다.
비교경제체제론특강 (Seminar in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적 운영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며, 수렴
이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룸



비교경제체제론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적 운영을 분석하여 비교 팡가한다.
산업조직론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기구와 산업조직문제의 발생과 그 역사적 발전, 시장구조, 시장행동, 시장성, 산업조직, 외국
무역, 독점금지정책(산업조직정책)등의 공공정책을 연구한다.
수리경제학 (Mathematical Economics)

  경제이론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하고 분석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일반균형이론, 게임이론, 정태적 최적화문제, 동
태적 최적화문제 및 정보와 불확실성의 문제 등을 살펴본다.
수리통계학 (Mathematical Statistics)

  확률적 경제이론의 습득에 필요한 수리통계적 기초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확률이론,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 시계열분석, 최적 추정이론, 의사결정이론 등이 그 내용이다.
일반균형및후생경제이론 (General Equilibrium and Welfare Economics)

  고급미시경제학에서 다루었던 일반균형 및 균형조건, 유일성과 안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후생경제학
과 연결하여 강의한다.
재정학 (Public Finance)

  후생경제학적 입장을 기초로 하여 자원의 분배, 부와 소득의 재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재정의 본원적 기능으
로 보는 시각에서 공공재의 이론, 예산제도, 조세의 전가와 귀착, 조세론, 재정정책을 분석 평가한다.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ics)

  경제학에 있어서 제도적인 면과 사회정치적인 면을 함께 고려하는 경제연구방법을 택함. 학설사적 연구와 아울러 
경제학의 상이한 경제체제를 비교 분석한다.
조세론 (Theory of Taxation)

  정부수입의 주종인 조세부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며, 이를 조세의 근거와 원칙, 조세구조의 경제적 효과와 담세력
관계 등의 총론부문의 소득세를 비롯한 각론 등으로 구분해서 고찰한다.
지역경제학 (Regional Economics)

  경제를 경제적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경제의 특성, 부존자원량, 경제정책의 특성 등을 제경제이론에 적용시
키고 공간 및 집적 경제의 개념을 포함하는 입지이론을 접합시킨 지역경제이론과 그에 관련된 분석기법을 다룬다.
한국경제론 (Seminar in Korean Economy)

  경제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한국경제에 적용시키고, 한국경제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공부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한국경제사 (Korean Economic History)

  한국경제사의 발전과정을 개관하여 강의한다. 강의는 한국 근대경제사에 중점을 두며 주제별로 근대화 과정의 중요
한 경제사적 사건들을 분석 평가한다.
화폐금융론 (Money and Banking)

  통화와 신용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통화와 신용의 존재이유, 금융기관의 역할, 물가, 경
기변동과 통화 및 신용, 금융정책 등을 공부한다.
환경및자원경제학 (Economics of Environments and Resources)

  경제성장 및 발전과 환경오염과의 상관관계 및 장-단기 자원수급의 문제등을 이론 및 정책적 측면에서 연구한다.
종합시험 과목

(석사학위과정)
전공분야 전 공 과 목 (교과목코드) 비 고

경 제 학

미 시 경 제 학
거 시 경 제 학

G4501
G4502

필수

재 정 학
화 폐 금 융 론
국 제 경 제 론
경 제 학 사

G4506
G4511
G6238
G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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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과정)
전공분야 전 공 과 목 (교과목코드) 비 고

경 제 학

고 급 미 시 경 제
고 급 거 시 경 제

D4501
D4502

필수

고 급 산 업 조 직 론
공 공 선 택 이 론
고 급 계 량 경 제 학
고 급 국 제 무 역 이 론
고 급 금 융 이 론
고 급 경 제 학 사

D4513
D5758
D4514
D4508
D4511
D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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