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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한국경제(ECON151-00) 강의계획서
2018년 2학기

담당강사 : 류재린
E-mail : 
강의 장소 : 
강의 시간 : 월/수, 3-4교시
Office Hours :  e-mail로 방문 시간/장소 조율

<과목개요>

본 과목에서는 앞으로 경제학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 또는 경제 현상과 정책을 이해하려는
학생들에게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원론 수준에서 경제학 전반의 기본 개념들을 소개하고
경제학 공부를 위한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학습목표>

경제학의 여러 주제들을 살펴보고, 모형을 통한 경제 현상 분석 방법을 학습한다.

<추천 선수과목 및 수강요건>

없음.

<수업자료(교재)>

Acemoglu, D., Laibson, D., and John, A. List. 2015. Economics. Pearson.
(송광락, 권남훈, 김원중, 박경로, 성한경, 정태훈 역, 2016, 경제학원론, 시그마프레스)

<과제물>

없음.

j
조남운�

j
(12:40 - 13:30) ← 9월3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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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학습 내용>
주차 날짜 학습내용 비고

1
9/3(월) 제1장 경제학의 원칙과 연습
9/5(수) 제2장 경제학의 방법과 질문들

2
9/10(월) 제3장 최적화 : 최선을 다하는 것
9/12(수) 제4장 수요, 공급 그리고 균형

3
9/17(월) 제5장 소비자와 유인 1
9/19(수) 제5장 소비자와 유인 2 , 제6장 생산자와 유인 1

4
9/24(월)

휴강: 추석
9/26(수)

5
10/1(월) 제6장 생산자와 유인 2
10/3(수) 휴강 : 개천절

6
10/8(월) 제7장 완전경쟁과 보이지 않는 손
10/10(수) 제8장 교역

7
10/15(월) 제9장 외부효과와 공공재
10/17(수) 제10장 경제 내에서 정부: 조세부과와 규제

8 10/22(월) or
10/24(수) 중간고사

9
10/29(월) 제11장 생산요소시장
10/31(수) 제12장 독점

10
11/5(월) 제13장 게임이론과 전략적 행위
11/7(수) 제14장 과점과 독점적 경쟁

11
11/12(월) 제19장 국가의 부: 거시경제총량의 정의 및 측정
11/14(수) 제20장 총소득

12
11/19(월) 제21장 경제 성장 1
11/21(수) 제22장 왜 전 세계 모두가 발전하지 못했는가?

13
11/26(월) 제23장 고용과 실업
11/28(수) 제24장 신용시장

14
12/3(월) 제25장 통화제도 1
12/5(수) 제25장 통화제도 2

15
12/10(월) 제26장 단기적 경기변동
12/12(수) 제27장 경기조절형 거시경제정책

16 12/17(월) or
12/19(수) 기말고사

* 학습내용은 진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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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018학년 2학기에 마지막으로 개설됨.
- 평가 : 중간 40 / 기말 40 / 출석 20
- 출석 :

- 결석 3번부터 감점 (지각 3번 = 결석 1번)
- 타 수업으로 인한 지각도 지각으로 간주
- 결석 시 유고결석을 신청하거나(포탈 이용), e-mail로 공결서를 보낼 것

- 연습문제 : 객관식 문제들 + 교과서 연습 문제의 일부로 구성
- 연습문제 풀이는 제공하지 않음.
- 중간, 기말고사는 연습문제가 변형되어 출제될 예정
- 교과서 연습문제의 풀이는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e-mail로 제공
- 연습문제 관련 질문은 가능한 office hours를 이용할 것

(e-mail로 연습문제 관련 질문 자제 )

j


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