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ECN201 미시경제학원론 (Microeconomics Principles)
미시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의 목표는 학생들이 기본적 인 미시경제학적
개념, 문제, 그리고 정책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강의는 소비자 행위, 기업 행위, 시장 균형, 시장 구조를 다루
고, 학기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후생경제학, 공공경제학, 국제경제학,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게임이론 등의
주제들을 일부 다룬다.
ECN202 거시경제학원론 (Macroeconomics Principles)
거시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들은 거시경제적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 배운다. 이를 통해 GDP, 실업, 인플레이션, 이자율, 성장률, 환율 등의 거시변수
들에 익숙하게 된다. 시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CN301 계량경제학 (Econometrics)
학생들에게 사회과학분야의 분석에 필요한 첨단 분석기법을 제공하고, 계량분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분
석기법을 소개한다. 주요 주제로는 다중회귀분석, 회귀분석과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시계열분석
등이 포함된다. 확률 및 통계 관련 과목의 선행 수강을 권장한다.
ECN311 중급미시경제학 (Intermediate Microeconomics)
미시경제학 원론을 한 학기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과목으로서 엄밀한 분석적 미시경제학 강의이며, 먼
저 완전경쟁시장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의사결정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독점과 과점시장에서의
불완전 경쟁을 다룬다. 부가적으로 학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선택적으로 다룬다. 일반균형론,
불확실성과 불완전 정보, 외부효과, 공공재, 그리고 기초적인 게임이론적 분석한다.
ECN312 중급거시경제학 (Intermediate Macroeconomics)
거시경제학 원론을 한 학기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과목으로서, 거시경제학의 문제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장기 경제성장, 단기와 중기 경제변동과 안정화정책을 다룬다. 또한
화폐와 자본의 국제적 이동도 다룬다. 학기에 따라서는 세계금융위기를 다루기도 한다.
ECN402 국제경제학 (International Economics)
국제경제학의 입문과정으로서 최근의 국제화된 경제환경의 변화추세 및 이러한 환경 변화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나아가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경제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과목이다. 특히
국제경제의 발전과 기업혁신의 발전과정에 강의의 초점이 맞춰진다. 본 과목의 수업목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국제교역의 발생원인과 유형에 관한 이론적 및 실천적 케이스를 이해한다. 2) 국제금융
의 양상과 환율과 각종 경제변수들 간의 관계를 학습한다. 3) 기업의 혁신이 국제경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ECN403 금융시장론 (Financial Economics)
국제/국내 금융시장의 다양한 행위가 개인의 부, 기업의 행동 및 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 즉 이 과목은 (i) 화폐가 경기변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ii) 금융시스템의 구조 및 외환시장
의 분석, (iii) 통화정책과 재정적자의 영향을 분석하고 (iv) 이외에도 금융경제의 기초 및 핵심내용을 다
룬다.
ECN413 산업조직론 (Industrial Organization)
미시경제이론의 시장과 산업에의 응용으로서 시장구조-행동-성과의 패러다임으로 시장과 산업을 분석한
다. (자연)독점, 경쟁 가능한 시장, 진입장벽, 규모 및 범위의 경제, 기업통합, 가격차별화, 끼워 팔기, 재
판매가격유지 행위, 시장배제 등 다양한 거래제한 행위 등을 공부한다. 나아가 산업의 효율적 시장성과
를 위한 규제 이슈들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ECN415 게임이론 (Game Theory)
학생들에게 게임이론의 기초적인 도구를 갖춰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과목은 현대 미시경제학이 다
루는 전략적 행동에 관한 기본 모형과 전통적인 가격이론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시장들에 관한 분석 방

법을 제공한다. 불확실성하의 선택, 전략적 행동하의 선택 그리고 불완전정보하의 선택에 이르는 개인의
선택 문제를 다루며, 과점시장과 보험시장, 경매를 비롯한 다른 응용범위에 이르기까지 이론을 적용한다.
ECN455 네트워크경제학 (Network Economics)
네트워크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실제 경제현상 및 비즈니스에의 응용을 공부한다. 네트워크 개념 및 구
조를 비롯하여 네트워크 외부성, 임계현상, 과도한 관성과 과도한 동기, 수확체증원리, 양의 피드백, 경로
의존성 등의 원리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들이 실제 경제현상과 비즈니스에 적용되면서 일어
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공부 한다 : 기술 선택, 표준화, 공간패턴, 네트워크 거래, 격차와 불안정성, 시스
템 실패, 동기화, 자기조직화, 복잡계 네트워크 이론 등
ECN481 경제학특수논제 (Special Topics in Economics)
현 교과목 이외의 내용이 필요할 때 개설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