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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Department of Economics)

1. 교육목표 

  경제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단하며,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식견을 갖춘 경제전문가 및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인으로서, 정책입안자로서,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자질을 연마한다. 

2. 전공분야 

과 정 전공분야 

석 사 경제학 

박 사 경제학 

석·박사 통합 경제학

3. 교과목해설

DDBA00184 경기변동론(THEORY OF ECONOMIC FLUCTUATIONS) [3학점 3시간]

거시경제의 장·단기적 순환현상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를 연구한다. 특히, 경기변동의 

원인에 대한 고전학파, 새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새케인즈학파 등의 주요 논점을 이해하고, 

실제의 경기변동이 어떠한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분석한다.

DDBA00590 국제무역론(INTERNATIONAL TRADE THEORY) [3학점 3시간]

국제무역의 순수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분석능력을 배양한다. 특히 고전학

파 신고전학파의 비교우위론과 무역의 이득, 무역정책, 무역과 발전, 국제자원이동, 지역주

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DDBA01793 수리경제학(MATHEMATICAL ECONOMICS) [3학점 3시간]

수리적 분석방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목적으로 정태균형분석 최적화문제 동태분석 등을 

다룬다.

DDBA06763 사회보장정책(SOCIAL WELFARE POLICY) [3학점 3시간]

소득재분배, 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장정책을 분석·평가한다. 효율성과 공평성, 경제적 

유인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사회보장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DDBA06775 정보경제학(EOCNOMICS OF INFORMATION) [3학점 3시간]

경제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역할에 대한 이론과 응용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정

보획득의 비용, 소비행동과 정보 소비자의 정보탐색에 대한 확률적 모형, 시장가격정보의 분

포, 불확실성과 정보에 대한 분석, 광고효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학습하며 principle-agent 

model, moral hazard, adverse selection, signaling 등의 주제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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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BA17755 경제성장론(THEORY OF ECONOMIC GROWTH) [3학점 3시간]

거시경제의 장기적 성장요인과 생산성 향상의 근본적 원인들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신고전학파모형, 내생적 성장모형 등 기본 성장이론을 학습하며 경제성장에 대한 주요 실증

연구들을 개관하고 최근의 실증 연구결과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DDBA21446 현대경제학특강(WORKSHOP : TOPICS IN MODERN ECONOMICS) [3학점 3시간]

현대 경제이론의 특정한 분야를 선정하여 이와 연관된 이론 및 실증연구에 대하여 학습한

다.

DDBA25664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3학점 3시간]

국민소득, 고용, 물가, 통화량, 이자율, 투자, 국제수지 등 집계변량들의 상호의존성을 규명

하고 거시경제이론발전의 시대적 배경과 내용을 규명한다.

DDBA25665 거시경제학세미나(SEMINAR OF MACRO-ECONOMICS) [3학점 3시간]

계량경제학 분야의 최근동향을 이해하고, 주요한 최신이론을 주제별로 학습·토론하며, 한국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응용·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모색한다.

DDBA25668 게임이론특수연구(TOPICS IN GAME THEORY) [3학점 3시간]

게임이론이 구체적으로 경제 및 사회현상에 분석에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를 과점기업

의 행태, 경매, 외교 및 군사전략 등을 통해 살펴본다.

DDBA25705 경제제도론(ECONOMICS OF INSTITUTIONS) [3학점 3시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국가별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각종 제도적 요인이 경제의 구조 및 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다.

DDBA25714 계량경제학(ECONOMETRICS) [3학점 3시간]

수리경제 및 통계학을 기초로 하여 경제현상을 수집하여 가설을 제시하고, 실증적 자료를 근

거로 가설을 검증하고 예측하는 문제를 연구·검토한다.

DDBA25717 계량경제학세미나(SEMINAR IN ECONOMETRICS) [3학점 3시간]

계량경제학 분야의 최근동향을 이해하고, 주요한 최신이론을 주제별로 학습·토론하며, 한국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응용·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모색한다.

DDBA25723 계량통계자료분석(ECONOMETRIC DATA ANALYSIS) [3학점 3시간]

계량분석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분류·처리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이 이론들을 기

초로 각 사례별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DDBA25725 고급거시경제학(ADVANCED MACRO-ECONOMICS) [3학점 3시간]

기존의 케인즈학파의 거시경제학의 신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통화주의이론, 합리적 기대형성

가설, 공급중시경제학, 진화론적 경제학간의 근본적인 논쟁점과 각 학파의 학문적인 특징 등

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DDBA25731 고급계량경제학(ADVANCED ECONOMETRICS) [3학점 3시간]

경제이론의 검증에 대한 모형의 설정, 모수의 측정 및 예측에 관하여 분석한다. 또한 계량 

경제학의 최근 연구동향과 관련하여 선택된 주제들을 연구한다.

DDBA25739 고급미시경제학(ADVANCED MICROECONOMICS) [3학점 3시간]

게임이론, 불확실성이론, 비대칭정보이론 등 신이론 분야를 중심으로 제반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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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BA25754 공공경제학세미나(SEMINAR IN PUBLIC ECONOMICS) [3학점 3시간]

공공경제학 분야의 최근동향을 이해하고, 주요한 최신이론을 주제별로 학습·토론하며, 한국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응용·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모색한다.

DDBA25762 국제거시경제론(OPEN ECONOMY MACROECONOMICS) [3학점 3시간]

대내의 균형을 위한 제반 정책수단과 효과를 분석하고 국제정책협조 문제를 다룬다. 경기변

동의 국제적 파급과정과 통화 및 재정정책의 협조, 환율정책 등을 검토한다. 또한 개방거시 

경제하에서 정부개입의 최적화 문제와 자본이동하에서의 최적정책조합을 심도있게 연구한

다.

DDBA25765 국제경제특수연구(TOPICS IN INTERNATIONAL ECONOMICS) [3학점 3시간]

국제경제학 전반에 걸친 최근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실질환율, 국제수지, 대외충격과 대내조정, 환율과 무역수지, 무역자유화, 전략

적 무역정책, 지역경제통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DDBA25767 국제경제학세미나(INTERNATIONAL ECONOMICS SEMINAR) [3학점 3시간]

국제경제학 분야의 최근동향을 이해하고, 주요한 최신이론을 주제별로 학습·토론하며, 한국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응용·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모색한다.

DDBA25771 국제금융시장론(STUDY O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3학점 3시간]

국제자본이동의 원인과 이득, 위험성 및 균형조건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을 소개한다. 외환시

장의 일반적 성격을 살펴본 후, 통화선물시장, 통화옵션시장, 통화스왑시장의 균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환율결정과 국제자본시장 균형과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검토한다.

DDBA25789 금융경제학세미나(SEMINAR IN FINANCIAL ECONOMICS) [3학점 3시간]

금융경제학 분야의 최근동향을 이해하고, 주요한 최신이론을 주제별로 학습·토론하며, 한국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응용·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모색한다.

DDBA25796 네트워크경제론(THEORY OF NETWORK ECONOMY) [3학점 3시간]

인터넷(internet)이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경제주체의 행동양식과 경제구조를 어떻게 변모시키는가를 연구한

다.

DDBA25797 노동경제학(LABOR ECONOMICS) [3학점 3시간]

노동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임금결정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고용과 관련된 비금전적 요소들 

및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들을 분석한다.

DDBA25817 도시경제특수연구(TOPICS IN URBAN ECONOMICS) [3학점 3시간]

주택 가격을 비롯한 수송, 공해, 교통혼잡, 도시의 토지 이용에 관한 가격 형성과정을 고급 

미시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며, 도시의 최적 규모를 산출한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을 통해 

도시 공공 분야의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DDBA25818 도시경제학(URBAN ECONOMICS) [3학점 3시간]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지방재정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을 비롯한 수송, 공해, 

교통혼잡, 도시의 토지 이용에 관한 가격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DDBA25821 독자연구2(INDEPENDENT STUDY 2)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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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수준의 학과목을 이수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자적인 연구들에 대하여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부여되는 연구학점이다. 학위논문 주

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과 연구방법, 분석도구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한다.

DDBA25823 독자연구A(INDEPENDENT STUDY A) [3학점 3시간]

일정한 수준의 학과목을 이수한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자적인 연구들에 대하여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부여되는 연구학점이다. 학위논문 주

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과 연구방법, 분석도구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한다.

DDBA25824 독자연구B(INDEPENDENT STUDY B) [3학점 3시간]

일정한 수준의 학과목을 이수한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자적인 연구들에 대하여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부여되는 연구학점이다. 학위논문 주

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고찰과 연구방법, 분석도구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으로 한다.

DDBA25833 미시경제학(MICROECONMIC THEORY) [3학점 3시간]

소비자이론, 생산자이론, 시장이론, 분배이론, 일반균형이론 및 후생경제이론 등의 기본이론

을 중심으로 미시경제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DDBA25834 미시경제학세미나(SEMINAR OF MICROECONOMICS) [3학점 3시간]

미시경제학 분야의 최근동향을 이해하고, 주요한 최신이론을 주제별로 학습·토론하며, 한국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응용·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모색한다.

DDBA25836 북한경제론(NORTH KOREAN ECONOMICS) [3학점 3시간]

북한경제체제의 배경 및 특성과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개방향에 관하여 분석한다.

DDBA25839 북한경제특수연구(TOPICS IN NORTH KOREAN ECONOMY) [3학점 3시간]

북한경제체제의 배경과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최근 북한의 경제개방과 개혁, 그리고 세계경

제로의 진입노력 등을 분석한다.

DDBA25851 사회후생과공공정책(INDIVIDUAL CHOICE, SOCIAL WELFARE AND PUBLIC POLICY)

[3학점 3시간]

일반 균형과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사회 사업과 공적 부조 이외

에 사회보장과 각종 사회보험에 관한 정책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통한 인류의 궁극적인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DDBA25855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3학점 3시간]

시장구조, 기업의 시장행동, 시장성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산업조직론의 기본틀에 입각

하여 산업조직론 전반의 기초이론에 대하여 공부한다.

DDBA25874 소득분배와빈곤(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3학점 3시간]

현대경제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전반에 걸친 불평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는데, 특히 소

득과 부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공평한 소득분재나 부의 공평한 분배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의 최적상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DDBA25884 위험관리와보험경제(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ECONOMICS) [3학점 3시간]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보험의 원리를 규명한다. 그리고 보험상품, 

보험시장, 보험제도와 관련된 이슈를 분석한다.

DDBA25888 응용후생분석(APPLIED WELFARE ANALYSIS) [3학점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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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변화의 실증적 계측을 위한 경제이론을 학습하고 계량적 후생분석의 이론과 그 응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Line integral theory와 수량적 및 통계적 분석기법을 이용한 후생변화의 

계측방법에 관해 연구하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 균형하에서의 복수시장 분석, 불완

전 경쟁하에서의 정책분석, 자원 및 환경경제에 관련된 후생분석, 정치경제 모형과 관련된 

후생분석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DDBA25907 재정학(THEORY OF PUBLIC FINANCE) [3학점 3시간]

현대국가의 예산, 지출, 조세 및 재정운영방식에 관한 이론을 논의·연구한다.

DDBA25914 조세론(THEORY OF TAXATION) [3학점 3시간]

조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들을 학습하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 

각 세목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실증 연구들의 연구방법론과 결과를 습득하고 이

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세제 및 조세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견해를 형성해 간다.

DDBA25951 한국의공정거래정책(INDUSTRIAL ORGANIZATION POLICY IN KOREA) [3학점 3시간]

독점금지정책 또는 경쟁정책의 기본이론에 대하여 공부하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각국의 경쟁

촉진정책과 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을 비교·연구한다.

DDBA25952 한국자본주의사(HISTORY OF KOREAN CAPITALISM) [3학점 3시간]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과 한국 자본주의공업화의 역사적 조건을 연구한다.

DDBA25956 한국재벌론(ECONOMICS OF CHAEBOL) [3학점 3시간]

한국경제의 독과점구조는 재벌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우리나라 특유의 대규모 기업집

단인 재벌의 행동양식을 규명하고, 재벌이 각종 경제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평가한다. 또한 재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올바른 기업지배구조가 

무엇인지 모색한다.

DDBA25965 화폐경제학(MONETARY ECONOMICS) [3학점 3시간]

금융시장의 기본원리 및 화폐의 역할을 이해하고, 화폐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다. 또한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분석한다.

DDBA25972 환경경제학(ENVIRONMENTAL ECONOMICS) [3학점 3시간]

환경오염 및 보존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과 응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오염

의 경제학적 의미, 환경오염 규제의 방법론, 환경오염 수준의 최적화, 조세 및 보조금과 환

경정책, 환경규제에 대한 국제규범의 동향 및 시사점 등을 중점으로 한다.

DDBA36509 응용계량경제학(APPLIED ECONOMETRICS) [3학점 3시간]

이론을 통해 습득된 계략경제지식을 실제로 여러 분야에 적용토록 응용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습득토록 한다. 또한 주요 연구논문의 사례연구

를 통해서 계량경제기법들이 어떻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지 학습한다.

DDBA36577 게임이론(GAME THEORY) [3학점 3시간]

경제현상의 모형설정에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게임이론의 기본과 응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구체적으로는 non-cooperative game theory의 기본적 개념들과 solution concepts를 배우며 

repeated games, sequential games등의 동태적 게임과 불완전 정보 하에서의 게임이론 등을 

연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