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학전공

1.학과현황

1.1 연혁

1.2 교수진

연도 주요연혁 비고

1979년 경제학과 창설, 숭전대학 법경대학 경제학과

1985년 법경대학에서 경상대학으로 변경

1997년 경제학과 중국학과에서 중국경제학부로 통합

1998년 중국․경제․정보통계학부로 재 통합

2002년 중국․경제학부로 재통합

2004년 현재 졸업생 875명 배출

2006년 중국통상․경제학부로 전환

2010년 경제학과로 전환

2016년 경제학과 중국경제통상학과에서 경제학과로 통합

2017년 경제학부 경제학전공으로 전환

이름 생년
출신교

최종학위명 전공분야 주요담당과목
학사 석사 박사

김의섭 1953 고려대 고려대
Leicester
Univ.

경제학박사 재정학
한국조세의이해,재
정학,경제정책론

민완기 1954 성균관대 서울대 서울대 경제학박사 한국경제론
한국경제론, 정보통
신산업

설성수 1954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경제학박사 기술경제론
전자상거래, 경제정
보처리, 기술혁신론

김홍기 1960 서울대 서울대 서울대 경제학박사 국제경제
국제금융론, 통상과
정보, 통상과 금융

황진영 1966 중앙대 중앙대
Vanderbilt
Univ.

경제학박사 거시경제학
화폐금융론, 전산계
량분석, 거시경제학

이상훈 1973 연세대 연세대
University
of Utah

경제학박사 미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계량분
석, 경제통계

고창룡 1968 한남대 한남대 한남대 경제학박사
기술경제/
경제학

기술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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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2.1 대학이념 ․ 교육목적 ․ 교육목표 체계

2.2 교육과정편제

한남대학교
교 육 목 표

학과(전공) 교육목적 학과(전공) 교육목표 전공교과목(명)

덕성과 인성을
갖춘 지성인
양성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인
디지털화와 글로벌화를
이해하는 인재양성

시장경제와 경제정의를 이
해하는 지성인 양성

현대인과 성서, 경제학개론

시대를 선도하
는 창의적 전
문인 양성

정보화와 세계화시대의 경
제전문인 양성

경제와 인터넷, 경제영어Ⅰ,Ⅱ
경제정보처리, 경제와 인터넷활용
전자상거래, 국제무역론, 회계입문
경제통합론, 디지털 경제론, 경제통신
산업, 세계경제의 이해, 국제금융론,
지식경제, 벤처기업세미나, 국제금융
시장론

국가와 지역사
회 발전에 봉
사하는 지도자
양성

국가와 지역경제에 정통한
산업역군 양성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기술혁신론
산업조직론, 재정학, 경제수학
화폐금융론, 전산계량분석, 경제정책
론, 경제학세미나, 동아시아경제발전
론, 경제성장론, 경제사, 한국조세의
이해,한국경제론, 비교경제체제론, 산
업과 노동, 한국산업론

대 학
창학이념

기독교 원리 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학의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영
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
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적

진리ㆍ자유ㆍ봉사의 기독교 정신 아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
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및 교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 학
교육목표

덕성과 인성을 갖춘 도덕적 지
성인 양성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 전문
인 양성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
하는 지도자 양성

⇩
학과(전공)
교육목적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인 디지털화와 글로벌화를 이해하는 인재 양성

⇩
학과(전공)
교육목표

시장경제와 경제정의를 이해하
는 지성인 양성

정보화와 세계화시대의 경제전
문인 양성

국가와 지역경제에 정통한 산
업역군 양성

1.3 교육시설 및 설비 

연구실(개수)
실험실습실

주요설비현황 기타
명칭(유형) 개수

7개 경제전용강의실 3
컴퓨터, 실물화상기,

빔프로젝트,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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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과(전공) 졸업소요 최저 이수학점 배정표 

2.4 경제학과 교육과정 편성표

학년 학기 전 공 필 수 학-강-실 전 공 선 택 학-강-실

1

1

2 20647 현대경제개론 3-3-0

2

1 11407 미시경제학 3-3-0

10252 경제수학

20648 시사경제영어I

10250 경제사

16360 경제정보처리

21692 경제통계

3-3-0

3-3-0

3-3-0

3-3-0

3-3-0

2 10145 거시경제학 3-3-0

20651 시사경제영어II

18472 기술혁신론

11760 산업조직론

20649 경제와취업

20653 경영전략론

3-3-0

3-3-0

3-3-0

3-3-0

3-3-0

3-3-0

3

1

13039 재정학

20652 계량분석

13799 한국경제론

14095 화폐금융론

10691 국제무역론

20650 기업경제

3-3-0

3-3-0

3-3-0

3-3-0

3-3-0

3-3-0

3-3-0

2

10680 국제금융론

20654 한국산업의이해

20655 경제정책

19528 경제성장론

20656 노동경제학

23238 후생복지경제세미나

3-3-0

3-3-0

3-3-0

3-3-0

3-3-0

3-3-0

2-2-0

대학 학과, 부(전공)

전공과목 교 양 과 목 졸업
최저
이수
학점

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공통
필수

선택
필수

계열
기초

계
부
전공

교직

경상
대학

경제학과 6 54 60 22 0 9 31 (21)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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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전 공 필 수 학-강-실 전 공 선 택 학-강-실

4

1

20661 경제발전과복지

19529 글로벌경제론

20659 재무경제

20658 하이테크산업

15798 한국조세의이해

23239 현대경제세미나

3-3-0

3-3-0

3-3-0

3-3-0

3-3-0

3-3-0

2

20663 외환론

20664 벤처기업론

20665 금융경제세미나

23240 미래경제세미나

20666 제도경제

20660 금융시장론

3-3-0

3-3-0

3-3-0

3-3-0

3-3-0

3-3-0

학점계 학점( 6 ) - 강의( 6 ) - 실험( 0 ) 학점(105) - 강의(105) - 실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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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11407  미시경제학 3-3-0

Microeconomics

본 경제학의 기초가 되는 미시경제학의 기본이론을 정

확히 파악하고, 각 개별이론들의 상호연결을 통해 경제

학의 전반적 범주에서 사고․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

양하는 데 목표가 있다. 시장경제의 기본단위인 가계

와 기업의 행위, 즉 소비자행동과 기업생산을 분석하여

시장 형성의 기본원리를 분석하며, 시장기능은 자원배

분과 소득분배를 어떻게 규정짓는가를 중심으로 학습한

다. 주요내용은 시장경제체제와 자원분배, 소비자이론,

현시선호이론, 완전경쟁시장, 독과점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이론, 미시경제정책, 동태이론 등이다.

10145  거시경제학 3-3-0

Macroeconomics

본 강좌는 경제현상의 집계변수들을 연구함으로써 거

시적, 경제적 사고의 틀을 형성하고 자본주의 경제현상

의 원리와 이해를 증진한다. 따라서 이 교과목을 이수

함으로 국가의 정책 변화가 국민의 경제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정책이 적정한가를 이해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거시경제의 기본모형을

중심으로 하여 총수요측과 총공급측을 구성하는 요인을

다룸으로써 재정 및 금융정책의 효과를 관찰하며, 집계

변수인 국민소득, 통화량, 이자율 결정, 물가수준, 고용

량 등의 결정요인들의 상호관계를 다룬다.

20647 현대경제 개론                             3-3-0

Principles of Modern Economics

거시경제학의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과목이다. 먼

저 국민경제의 기본구조와 메커니즘을 이해한 뒤 경제

성장, 경기변동, GDP, 실업과 인플레이션, 화폐와 금융,

경제정책, 국제경제 등 거시경제의 주요 개념을 분석한

다.

10252  경제수학 3-3-0

Mathematics for Economics

경제학 전공자를 위한 수학과목으로 최근의 경제학에

수학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경제학 입문

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의 하나이다. 경제학 이론

과 문헌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학과 응용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은 수리경제학의 성격,

경제모형, 비교정태 분석과 도함수의 개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및 다변수함수의 극대화, 등식제약 하의최적

화, 동태분석과 적분법, 비선형계획법 등이 있다.

20648  시사경제영어Ⅰ                3-3-0

Current Economic English Ⅰ

오늘날 경제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영어로 쓰여진 문

헌을 읽고,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수

강생들이 “영어를 영어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기 위해 강의 자체를 영어로 하며 수강생들도 강의실

에서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질문하며 영어로 생각하

는 훈련을 시키고자 한다.

10250  경제사 3-3-0

Economic History

인간사회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관찰하며 역사발전의 원동력과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관

계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봉건사회의 성립배경과 특징 및 사회․

경제적 운용방식을 분석하며 봉건사회의 생산기반을 이

루는 토지의 배분과 생산방식을 연구하고, 근대 자본주

의로의 이행과정과 원동력을 검토한다. 다루어져야 할

주요내용은 봉건제에서의 토지의 배분, 삼포식 경작방

법, 고전장원과 순수장원과의 차이, 총획운동 및 중상주

의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16360  경제정보처리 3-3-0

Economic Information Software

지식사회에 접어들며 정보가 폭증함에 따라 지식과 정

보를 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과 정보

를 검색하고, 압축하며, 재활용하고 보고하는 재 기법들

을 배운다. 이 과목은 이론적인 과목이 아니고 수업 중

실습을 통한 학습이라는 특징이 있다. 대단히 실용적인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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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2  경제통계                              3-3-0

Statistics for Economics

본 과목은 통계 개념을 이해하고 통계적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자료 생산, 자료 정리, 통

계적 방법을 적용한 통계적 추론 방법을 다룬다. 자료

로부터 얻은 정보를 엑셀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다룬다.

20650  기업경제                                       3-3-0

Business Economics

기업의 본질, 행동, 조직, 성패 등을 경제학적으로 접

근해서 생산의 주체이자 자본주의경제의 핵심인 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교과목임. 주요 내용은

기업의 목적과 책임, 생산이론, 기업조직론, 기업행동론,

시장구조론, 기업경쟁론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본

교과목을 공부함으로써 졸업 후 근무하게 될 기업의 내

용과 구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20651  시사경제영어Ⅱ                               3-3-0

Current Economic EnglishⅡ

오늘날 경제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영어로 쓰여진 문

헌을 읽고,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수

강생들이 “영어를 영어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기 위해 중급 수준에서 강의 자체를 영어로 하며 수

강생들도 강의실에서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질문하며

영어로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고자 한다.

18472  기술혁신론 3-3-0

Technical Innovation in Economics

기술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기술혁

신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한 산업과 경제 전반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는 과목이다. 경제외적

요인으로 간주되던 기술을 경제분석에 도입시켜, 기술

혁신이 어떻게 발생하고 경제와 접목되는지를 규명하

며, 나아가 기술의 경제적인 활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검토한다. 주요내용은 기술혁신에 대한

이해, 기술혁신이 기업과 산업에 미친 효과, 기술과 경

쟁력, 기술과 장기 성장 등이다.

11760  산업조직론 3-3-0

Industrial Organization

현대의 산업은 다양한 분업을 바탕으로 하여 복잡한

산업적 연관을 맺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병행하여 생

산설비, 자본설비, 기술 등에서 자본간의 결합관계를 검

토하여 산업연관성을 분석한다. 현대의 산업체계의 발

전 과정과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

본의 집적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독점 및 과

점적 경쟁체제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국민

경제의 순환, 산업간 연관 분석, 기업의 자본투입과 손

익계산,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 경쟁제도에 대한 분석

등이다.

20649  경제와 취업                                  3-3-0

Economics and Jobs

경제학 전공지식에 대한 정보를 취업진로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내실있는 졸업준비의 실행을 돕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과목은 분야별 특성에 의

해 기업부문, 금융부문, 공공서비스부문 등 3개 부문으

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전공과목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학기간 중 취업준비를 위해 전공지식을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13039  재정학 3-3-0

Public Finance

오늘날 혼합경제체제하에서 공공부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비중은 계속 증대되

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공공부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재정학의 연구범위도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정부재정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제도적인 틀에 대해 연구하고

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특수성 및 그 과제

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며, 본 강의를 통해 공공경제학

과 공공선택학 등 재정학의 인접과목에 대한 이해도 돕

고자 한다. 이 강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내용은 재

정의 주요기능, 공공경비의 결정과 팽창이론, 예산론,

비용-편익분석, 공공선택이론, 공공재의 최적 공급이론,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이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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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2  계량분석                                      3-3-0

Econometrics

정보화시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량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파악하기 위한 과목이다. 현실 경제에 대한 구

체저인 체이타 분석을 통해 경제현상의 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경제이론의 현실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며 개별

경제현상에 대한 예측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 강좌에서 다루어질 주요내용은 통계일반론, 단수회

귀, 다중회귀, 회귀의 제 문제, 연립방정식, 예측 등이

다.

13799  한국경제론 3-3-0

Korean Economy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 경제이론을 공부한 후 경제이론을 한국경제에 적용

하고 검토해 보는 한국경제론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론과 현실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론의 한계는 무엇인가 등이 한국경제론을 공부하는 과

정에서 해명 될 수 있다. 주요내용은 한국경제의 분석

틀,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한국경제의 구조, 한국경제의

문제점, 한국경제의 전망 등이다

14095  화폐금융론 3-3-0

Money & Banking

현대경제의 핵심은 기술과 화폐라 일컬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경제전공의 핵심적인 과목으로 화폐

와 이로 인한 금융의 문제를 다룬다. 현실경제의 축을

이루는 화폐와 금융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경제 전체

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중요

한 부분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론의 현실적인 적

용과 현실에서의 이론의 적용성을 검토한다. 주요내용

으로 화폐이론과 금융이론 및 경제 전체와의 관계를 검

토한다.

10691  국제무역론 3-3-0

International Trade

개방체제 하에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및 경

제교류에 대한 기본적 국제무역 이론을 습득하고 각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는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따

른 경제통합과 세계화를 연구대상으로 학습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이 강좌에서는 국제무역의 순수이론 및 무

역정책 등을 강의하는데, 국제무역의 순수이론에는

Ricardian Model, Modern Model, H-O Model 및 보완

무역이론, 무역정책에서는 관세 수량할당 덤핑 등 실정

적인 각국의 무역정책을 탐구한다. 이외에 국제무역과

경제상장, 다국적 기업이론, 최근의 관심분야인 경제통

합에 대해서도 탐구한다.

20653  경영전략론                                   3-3-0

Business Strategies

경영관리의 일반원칙과 경영기능별 실천 기법을 토대

로 하여 경영자로서 필요한 전략/정책 입안과 실시 및

통제능력을 훈련하고, 실제기업경영에 있어서 환경변화

에 대응하는 경영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주요내용은 기업내부 능력평가 및 내부

자원 분석, 외부환경 분석, 전략수립기법, 전략과 조직

관계, 기업성과 측정방안에 관한 것이다. 과목 성격상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10680  국제금융론 3-3-0

International Finance

본 과목은 개방체제하에서 화폐적 측면을 연구한다.

국가간의 재화, 서비스, 자본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

는 다양한 경제현상들을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

에 대한 기초 하에 경제정책과 및 국가간의 경제협력을

분석한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

상을 학습한다.

20654  한국산업의 이해                           3-3-0

Korean Industries

본 과목은 한국산업의 현황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산업구조, 산업경

쟁력 등에 관한 이론 및 한국산업의 장래를 좌우할 기

술발전, 정보화, 세계화, 환경문제, 산업정책의 추세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부품․

소재산업 등 한국의 주요산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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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5  경제정책                                      3-3-0

Economic Policy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서 정부와 시장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학의 중요한 연구과

제가 되어 왔다. 또한 각국의 정치․사회․경제적 여

건에 따라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는 서로 다른 의미로 받

아들여져 왔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의 경제정책도 신

보수주의적 성격을 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

절한 역할에 대한 규명은 한국경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한국경제정책의 과

제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10185  경제성장론 3-3-0

Business Cycles

본 강의는 경제성장과 관련된 역사적이고 장기적인 패

턴을 분석한다. 즉 본 강의는 경제성장에 관한 일반적

사실, 경제성장의 원인 및 향후의 전망 등의 내용을 포

괄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가 직

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0656  노동경제학                                 3-3-0

Labour Economics

현대경제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 임금의 결정과 노

동자의 사회적 위치, 노사관계, 노사협약, 노동조합 등

을 중심내용으로 노동시장과 이에 관련된 경제이론을

학습한다.

20658  하이테크산업                                 3-3-0

Information and Hightechnology Industry

오늘날 급속한 기술발전에 의해 하이테크산업의 중요성

이 점증하고 있다. 본 과목은 하이테크산업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 생명공학산업, 신소재산업 등 주요

하이테크산업의 성장과정, 현황,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한

다.

20659  재무경제                                     3-3-0

Financial Economics

가계와 기업의 자산선택과정을 분석하면서 자산가격의

결정이론을 학습한다. 특히 자산가격의 결정과정에서

자산 간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국민경제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이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현실의 금융

자산가격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현상과 이론과의 연계

및 한계를 인식하도록 한다.

15798  한국조세의이해 3-3-0

Korean Taxation

재정학자들은 오늘날의 정치․경제체제를 조세국가라

고 부르고 있다. 정부재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세

수입을 통해 확보하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

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조세의 비중은 증가되어져 왔고,

복잡 다양한 유형의 조세가 부과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오늘날 혼합경제체제에서의 조세정책의

의의와 그 과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

라 조세유형별 절세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함으로 수강

생들의 세무회계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키도록 한다.

19529  글로벌 경제  3-3-0

Global Economy

재화, 자본 및 기술의 국가간 이동에 따라 경제적 장

벽이 제거되어 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져 단일시장을 형

성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경제적 현상을 학습한다. 먼저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적

동향과 트렌드를 학습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통합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세계화와 통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계적인 경제이슈 및 지역적인 경

제이슈를 학습한다.

20661  경제발전과 복지                              3-3-0

Development Economics and Welfare

경제발전론은 경제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변화

까지 포함한 과정으로 경제학은 물론 사회학·역사학 등

다양한 학문의 문제를 포괄한다. 본 강의의 목적은 경

제발전의 주요 요인들을 탐구하고 경제발전에 관한 여

러 이론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현실경제를 인식하고 분

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에 있다. 또한 본 강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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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근 사회 안정망과 관련된 복지문제를 함께 다룬

다.

20663  외환론                                       3-3-0

Foreign Exchange

세계화, 금융자유화에 따라 외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거시경제측면에서도 물론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도 상품의 제조 판매가 전부가 아니며 국제거래상의 외

환과 자산관리측면에서의 외환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학생들이 숙지해야할 외환시장의 구성과 특징, 국가경

제와 외환, 현물 선물 환률결공이론, 외환거래 및 실무

등을 공부한다.

20664  벤처기업론                                    3-3-0

Venture Firm

벤처기업은 일반기업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기업규모가 작고, 신설기업이라는 특성 외

에도 생존율이 낮고, 그러면서도 많은 지원제도가 운영

되고 있어서, 기술기반 벤처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기도 한다. 본 강좌에서는 기업 전반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이 어떻게 태동되고 성장해 가는 지

를 살펴본다.

20660  금융시장론                                   3-3-0

Financial Markets

금융시장이란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금융상품

별로 시장을 달리한다. 따라서 실제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금융의 실체를 학습한다. 주식시장, 채권

시장, 단기금융시장, 파생금융시장 등 금융상품별 특성

및 그러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및 기능을 분

석하고 나아가 이러한 시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현실의 금융시장의 현상만

이 아니라 시장 간의 연계와 경제적 기능을 학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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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는 경제를 본질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파악하

려는 여러 이론들에 대한 소개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

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원리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

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비용, 소유구조 등과 관련된

기업의 제도와 거버넌스(governance)와 같은 국가전체

의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