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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목

교과목

주수강대상

과목명  미시경제학  

영문명 Microeconomics

교재명 미시경제학, 박환재, 비앤엠북스, 2015, 978-89-6821-013-6

과목번호 142223-01 교과구분 전공선택 학점 3 시수 3

주수강대상 무역학과 2학년 및 복수전공자 평가구분 점수

강의시간강의실 화2B-3B(10:30-12:00)(C13-301) 목1A-2A(09:00-10:30)(C13-301)

담당교수

성  명 박환재 영 문 명 park hoan-jae

소  속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경제통상학부 무역학과

비  고

2. 교과목개요

본 과목은 경제학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이론으로써 가격기구에서 개개의 경제주체, 즉 개개의 

가계와 기업, 정부가 어떠한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가를 밝히며, 그것을 기초로 하여 여러 시장

에서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한 여러가지 목적을 향해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밝히고자하는 경제기본학문이다.

3. 교수 목표

이 강좌의 목표은 경제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

(1) 경제주체들, 즉 가계와 기업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이

들이 시장에서 만나서 어떻게 각자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 결과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이 어

떻게 효율적으로 배분되는가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2)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스미스(A. Smith)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구체적이고 흥미롭게 이해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4. 수업방법                       5. 사용기자재                    6. 학습평가방법     

1 강의 1 신문 및 잡지 1 중간(30%)

2 발표 2 그림 및 사진 2 기말(30%)

3 토의 및 토론 3 인새물 3 츨석(10%)

4 과제 4 전자칠판 4 과제(20%)

5 세미나 5 피워포인트 5 수업태도(10%)

7. 대가 참인재 세부역량



인성 책임감과리더십 (25%)

창의성 전공전문성 (25%), 융합적 문제해결력 (25%)

공동체성 글로벌역량/다문화이해 (25%) 

8. Book Review

NO 도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년도 비고(ISBN)

1 경제학콘서트 팀하포드 웅진 2012 9788901054889

9. 참고도서

NO 도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출판년도 비고(ISBN)

1 와이드경제학
홍승기, 박환재, 
장선구

비앤엠북스 2014 9788968210136

2 미시경제학 조병택, 임병택 형설 2002 8971101431

3 미시경제학 최대식 법문사 2003 8918101252

10. 주별수업계획서



주 차 내                용

제1주

※ 학습주제: 미시경제학의 성격과 방법

※ 학습목표

■ 경제의 개념

■ 시장경제의 개념

■ 미시경제학의 방법론

■ 미시경제학의 이해

■ 미시경제학의 기본원리

제2주

※ 학습주제: 시장경제와 수요공급의 원리

※ 학습목표

(1) 시장경제의 기능

(2) 시장수요의 원리

(3) 시장공급의 원리

(4) 가격의 결정원리

(5) 가격에 의한 자원배분

제3주

※ 학습주제: 수요·공급의 탄력성과 응용

※ 학습목표

(1) 수요의 탄력성

(2) 공급의 탄력성

(3) 수요, 공급 탄력성의 응용

(4) 수요와 공급의 3단계분석방법

제4주

※ 학습주제: 소비자이론

※ 학습목표

(1) 예산제약

(2) 예산집합과 예산선

(3) 예산선의 변화

(4) 소비자 선호와 효용

(5) 소비자의 최적선택: 한계효용이론

(6) 소비자의 최적선택: 무차별곡선이론

(7) 소비자 최적선택의 변화

제5주

※ 학습주제: 현시선호이론과 응용

※ 학습목표

(1) 현시선호이론의 기본원리

(2) 현시선호의 약공리 및 강공리

(3) 수량지수

(4) 가격지수

(5) 국민연금의 물가연동지수화



제6주

※ 학습주제: 기업과 생산기술

※ 학습목표

(1) 기업의 성격

(2) 생산과 기술제약

(3) 단기생산함수

(4) 장기생산함수

(5) 기술진보

제7주

※ 학습주제: 생산비용과 이윤극대화

※ 학습목표

(1) 단기생산비용의 기본개념

(2) 장기생산비용의 기본개념

(3) 장기에서 생산과 비용의 관계

(4) 이윤극대화의 원리

제8주 * 총정리와 토의 및 중간시험

제9주

※ 학습주제: 완전경쟁시장

※ 학습목표

(1) 시장의 형태

(2)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3) 경쟁기업의 단기균형과 단기공급곡선

(4) 경쟁기업의 장기균형과 장기공급곡선

(5) 수요의 변화와 시장(산업)의 장기공급곡선

(6) 완전경쟁시장의 공과

제10주

※ 학습주제: 독점시장

※ 학습목표

(1) 독점의 원인

(2) 독점기업의 균형

(3) 독점의 공과

(4) 독점에 대한 정책

(5) 독점과 가격차별

(6) 독점에 대한 총마무리

제11주

※ 학습주제: 불완전경쟁시장

※ 학습목표

(1)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성과 균형

(2) 제품차별화의 의미

(3) 과점시장의 구조와 특성

(4) 과점시장에서의 게임이론의 적용의 의미

(5) 과점을 규제하는 방법



제12주

※ 학습주제: 게임이론과 과점시장(I)

※ 학습목표

(1) 게임이론이란?

(2) 내쉬균형의 의미는?

(3) 순차게임과 완전균형이란?

(4) 혼합전략균형 및 불완전정보게임이란?

(5) 게임이론을 통한 과점모형의 분석은?

제13주

※ 학습주제: 게임이론과 과점시장(II)

※ 학습목표

(1) 게임이론이란?

(2) 내쉬균형의 의미는?

(3) 순차게임과 완전균형이란?

(4) 혼합전략균형 및 불완전정보게임이란?

(5) 게임이론을 통한 과점모형의 분석은?

제14주

※ 학습주제: 일반균형분석과 후생경제학

※ 학습목표

(1) 일반균형분석이란?

(2) 로빈슨 크루소경제의 일반균형은?

(3) 로빈슨크루소-프라이데이 교환-생산경제의 일반균형조건은?

(4)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는?

(5)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는?

제15주 보강

제16주 기말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