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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자세히보기)

1. 경제원론을 선수과목으로 함. 
2. 자기만의 강의노트 작성이 필요함. 강의노트에는 교재의 복습질문과 토론문제를 풀어 볼 것을 적극 
권장함.
3. 개별 학습과정에서의 질문은 e-러닝 질의란을 활용하고, 동료간 토론이 필요한 주제는 자유게시판
을 적극 활용하기 바람.

1. 강의 전에 예습용 PPT를 제공함. 학생들은 PPT의 안내에 따라 주 교재를 예습하여, 수강 중 중점적
으로 이해할 목표를 시간 당 3개 내외의 구체적 질문으로 작성해 오는 것이 요구됨.
2. 강의는 모형의 기본 원리를 해설하고, 이에 따른 이론적 예측이 현실에 부합되는가를 검증하는 방식
으로 진행됨. 강의 중 언제라도 질문과 토론이 허용될 뿐 아니라, 적극 장려됨.
3. 강의 후 강의요지를 e-러닝에 업로드함.
4. 팀과제가 1-2개 부과됨. 팀은 4인으로 구성되며, 예상 소요시간은 과제당 평균 2시간 내외임.

서명:거시경제학 저자: N. Gregory Mankiw 저/이병락 역 출판사: 시그마프레스 출판년도: 2014 ISBN:
9788968661112(8968661111)
서명:거시경제론 저자: 정운찬, 김영식 출판사: 율곡출판사 출판년도: 2007 ISBN: 
9788991830639(8991830633)

서명:배로의 거시경제학: 현대적 접근 저자: Robert Barro 저/장세진, 홍찬식 역 출판사: 지인북스 출판
년도: 2008 ISBN: 9788996000365(8996000361)

1. 경제이론(모형)과 실증의 역할을 분석하고, 거시경제변수(국내총생산, 물가수준)의 측정 방법을 배
운다. 과학적 탐구, GDP,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게 된다.
2. 세계 각국의 소득 수준과 경제 성장률을 비교 검토한 후, 솔로우의 성장모형에 의하여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자본축적과 더불어 지식과 기술이 경제성장의 원천임을 이해하게 된다.
3. 균형경기순환 모형에 바탕하여, 소비, 투자, 실질임금,  실질이자율, 실업률, 자본가동률 등 거시변
수의 순환변동을 설명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좋은 기술충격은 호황을, 나쁜 기술충격은 침체
를 가져옴을 이해하게 된다.
4. 화폐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화폐공급량의 증가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물가에 비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5. 정부지출, 조세와 공공부채를 통한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한다. 조세율의 변화는 중요하지만, 케인
지언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재정적자의 증가는 경기부양효과가 거의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 
6. 통화금융정책이 경기순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물가 변동을 잘못 인지(통화주의)하는 경우, 
또는 임금(케인지언)이나 가격(새 케인지언)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통화공급 증가는 경기부양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임을 이해하게 된다.
7. 국외와의 상품, 자본의 거래가 있는 경우, 국제수지와 환율(및 다른 거시변수들)이 어떻게 결정되는
가를 분석한다. 경상수지 적자가 꼭 나쁜 것만이 아니며, 환율변동은 이자율 예상에 크게 의존함을 이
해하게 된다.

Course objective (contribution, learning goal, assessment method)

1. 거시경제학은 경제 전체의 총산출량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호황과 침
체 사이에서 물가, 임금, 고용, 이자, 국제수지, 환율과 연관되어  변동하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경제성
장을 촉진하고,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거시경제정책을 연구한다.[60%, Functional Knowledge, 질문과
토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2. 거시경제학은 나무 대신 숲을 보도록 하고, 시간에 따른 변화에 주목하며, 이론의 예측이 실제로 맞
는지 검증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강의는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지배하여온 IS-LM분석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현대적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전체를 보는 눈, 
정태적 사고가 아니라 동태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이론과 실증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른다.
[30%, Critical Thinking, 토론과 과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비판적 논술문제]
3. 세계의 소득수준과 경제성장의 비교, 소득수준의 수렴, 국제수지와 환율을 배운다. 이 과정에서 국
내경제와 세계경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검증함으로써, 국제적 사고능력을 키운다.
[10%, Global Awareness, 토론과 과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석사;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인하대 명예교수(2015-), 인하대 교수
(1976-2015), 인하대교수협의회장, 한국경제발전학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경제1(재정금
융)분과위원장, 국무총리실 평가위원장 역임.

1 / 3

http://www.inha.ac.kr/cop/search/profSearchView.do?siteId=kr&id=kr_010905030000&inhaid=YBBYB7


공학인증관련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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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차 구분 내       용 강의방식

강 의 진 행 계 획 서

1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제1장 거시경제학의 개요

거시경제변수의 추이를 살펴보고, 거시경제학에서 모형의 역할을 설명한다. 
1. 강의 소개, 2. 거시지표들, 3. 경제모형

 

2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제2장 국내총생산과 물가수준

국내총생산(GDP) 및 물가수준의 측정방법을 설명한다.
1. GDP의 측정, 2. 지출, 분배, 생산측면, 3. 물가수준

팀과제1: 한국과 미국의 GDP의 비교분석

3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제3장 세계경제성장의 현황과 성장회계

세계 각국의 소득과 성장을 살펴보고, 성장회계와 솔로우성장모형을 소개한다.
1. 성장의 사실들, 2. 성장회계, 3. 솔로우모형

 

4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제4-5장 솔로우 성장모형과 그 활용

솔로우 성장모형에서의 수렴현상을 살펴보고, 기술진보의 중요성을 분석한다.
1. 비교정학, 2. 수렴, 3. 내생적 성장

 

5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제6장 시장, 가격과 수요공급

균형경기순환모형을 위한 재화, 노동, 자본, 채권시장을 구분하고,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의 균형을 분석한다.
 1. 시장구성, 2. 예산제약, 3. 노동/자본시장의 균형

 

6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제7장 소비, 저축과 투자

균형경기순환모형을 만드는 두번째 단계로, 가계의 다년간 예산제약 아래 효용
극대화에 의한 소비, 저축 및 투자가 결정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1. 두 기간 사이의 소비, 2. 다년간 소비, 3. 균형에서의 소비, 저축과 투자

 

7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제8장 균형경기순환모형

균형경기순환모형을 적용하여, 기술충격이 소비, 투자, 실질임금, 실질임대가격,
이자율, 고용, 노동시장에 미치는 순순환적 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한다.
 1. 균형모형, 2. 검증, 3. 기술과 노동의 변동

 

8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중간고사)

 

중간고사

9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제9장 자본가동과 실업

자본가동률이 왜 순순환적인가, 일자리 탐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업률이 
왜 역순환적인가를 분석하고 검증한다.
 1. 자본가동률, 2. 직장탐색, 3. 고용과 실업

 

10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제10-11장 화폐, 물가와 이자율

화폐의 중립성, 물가목표관리제에서의 통화량의 변동, 지속적인 통화량 증가의 
효과, 실질변수에의 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한다.
 1. 화폐수요, 2. 물가와 인플레이션, 3. 실질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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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제12-14장 정부지출과 조세, 공공부채

정부구입, 조세의 항구적, 일시적 증가의 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한다. 또 재정적
자/공공부채의 효과를 이분석하고 검증한다.
 1. 정부구입의 항구적, 일시적 변화, 2. 조세와 이전지출, 3. 예산제약과 리카도 
정리

 

12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제15-16장 물가오인과 가격경직성

물가변동을 모르거나, 임금, 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
석하고 검증한다. 왜 물가목표관리제와 같은 준칙이 필요한지 이해하게 된다.
 1. 물가오인, 2. 가격경직성, 3. 뉴케인지언 모형

 

13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보론: 케인지언 거시경제학과의 비교

1950년대 이후 거시경제학 교재의 주류를 이루는 IS-LM 모형으로 대표되는 케
인지언 거시경제학과 이 교재에서 배운 거시경제학의 현대적 접근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1. 소득지출분석, 2. IS-LM 분석, 3, AD-AS분석

팀과제2: IS-LM 분석의 비판적 검토

14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제17장 재화와 신용의 세계시장

국외와의 상품 및 자본거래가 있을 경우, 기술충격 또는 교역조건의 변화가 경상
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한다.
 1. 국제수지, 2. 경상수지, 3. 교역조건

 

15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제18장 환율

국제금융체제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살핀 후,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분
석하고 검증한다.
 1. 국제금융체제, 2. 환율결정, 3. 거시경제학 회고

 

16

시험및과제

강의내용

강의주제 (기말고사)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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