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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 목표

• 일간지 경제면 수준의 정보를 무리없이 독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습득

• 통계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거시경제 자료를 얻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 비판적 해석 지향

2 장애학생 지원

아래 열거된 장애 이외에도 수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원 (물적, 인적, 시간적)을
강의 이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

본 강의를 수강하는 장애학생들에게는 이상의 지원 서비스 이외에도 장애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지도교수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학생

에대한 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담당교수 조남운 (혹은 장애학생지원센터) 로 문

의바랍니다.

• 시각장애: 교재 제작 (디지털교재, 점자교재, 확대교재 등), 대필도우미 허용

• 지체장애: 교재 제작 (디지털교재), 대필도우미 및 수업보조 도우미 허용

• 청각장애: 대필 및 문자통역 도우미 활동 허용, 강의 녹취 허용

• 건강장애: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대필도우미 허용

• 학습장애: 대필도우미 허용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대필도우미 및 수업 멘토 허용

• 시각장애/지체장애/청각장애/건강장애/학습장애: 과제 제출기한 연장, 과제 제출 및 응답 방식의
조정, 평가 시간 연장, 평가 문항 제시 및 응답 방식의 조정, 별도 고사실 제공

• 지적장애/자폐성장애: 개별화 과제 제출 및 대체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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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

• 주교재 (recommended)

– 크루그먼의 경제학 4판 (Paul Krugman, Robin Wells저, 시그마프레스)

• 다른 경제원론 교과서의 거시경제학 파트를 이용해도 무방함.

– 맨큐, 이준구/이창용 등..

• 보조 텍스트

– Blanchard, Macroeconomics 7ed.

∗ 경제원론2의 상위과목인 거시경제학 교과서임

* 현실 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은 거시경제학의 특성상 최신 데이터, 사례 일부를 여기에서
가져올 계획

– 알기쉬운 경제지표해설 (한국은행)

∗ fulltext pdf 파일은 수업자료실 참조: http://kulms.korea.ac.kr

– 현대거시경제학 (B.Snowdon, H.Vane) -서울경제경영출판사: 거시학설사 부분

4 강의 노트

• 매 시간 전 강의 노트 제공

• http://kulms.korea.ac.kr자료실에 업로드

5 과제

1. 웹 기반 투자게임 참여. 행동실험의 횟수 (수차례 진행할 수 있음) 및 상세 스케쥴은 강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5.1 유의사항

• 각종 상담은 이메일을 권장

• 강의자료 (노트 등)는 http://kulms.korea.ac.kr의 수업자료실 참조.

• 과제 제출도 http://kulms.korea.ac.kr활용

• 학생 개별 연락, 과제 코멘트 등은 http://kulms.korea.ac.kr에 등록된 이메일 사용 (중요: 등록된
이메일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즉, 이메일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할 것)

• 학기중인터넷을통한가상의금융시장에대한행동실험이계획되어있음(과제). 자세한사항은일정이
확정되었을 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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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별 학습 계획

일부 일정은 강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 내용 교재

1 거시경제학 개관 K.ch23
2 거시경제 데이터의 측정 K.ch24
3 장기 경제성장 K.ch25
4 저축, 투자지출, 금융시스템 K.ch26
5 총공급과 총수요 K.ch27
6 소득과 지출 K.ch28
7 재정정책 K.ch29
8 중간시험

9 화폐, 은행, 중앙은행 K.ch30
10 통화정책 K.ch31
11 노동시장, 실업, 인플레이션 K.ch32
12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K.ch33
13 개방경제 K.ch35
14 현대 거시경제학의 형성 M.ch1
16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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