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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개론2 - 정혁교수님
● 시험 범위 : 24장(Credit market), 25장(The monetary system), 26장(Short-run 
fluctuations/labor market model), 27장(Countercyclical macroeconomic policy), 
28장(Macroeconomics and international trade), 29장(Open economy 
macroeconoics)

● 24장 : Understanding the Credit market model, Determinants of credit supply 
and demand curves, Factors that shift credit supply and demand curves

● 25장 : Definition of money, The quantity theory of money, The model of 
federal funds market (textbook version)

●26장 : Implication of the model, particularly on the flat portion, Expanded 
model: Aggregate supply-Aggregate demand model (AS-AD)

● 27장 : Using the AS-AD model to show business cycles and countercyclical 
stabilization policy

● 28장 : Comparative advantage and trade, Gains from specialization

● 29장 : Real exchange rate

경제학개론2 - 이종철교수님

● 시험범위 : Chapter 24, 25, 26, 28

● Chapter24 : 케인즈단순모형과 IS-LM모형의 차이, IS곡선과 이동, LM곡선과 이동, 
AD곡선과 IS-LM곡선의 연관, 총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총수요곡선이 이동하는 이
유, 세 가지 총공급곡선의 토출 및 해석

● Chapter25 : 경기변동의 특징과 주기, IS-LM곡선에 대한 케인스&통화주의자의 견해,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파급과정(케인스, 통화주의자 구분해서), 케인스학파(안정화정책) 
주장 이유, 통화주의자의 준칙정책 주장 이유, 거시경제이론에서 합리적 기대, 고전학파와 
케인스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의 같은 점과 다른 점

● Chapter26 : 인플레이션의 원인,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영향,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의 영향, 실업이론의 차이(케인즈와 고전학파), 자연실업률이론, 장단기필립스곡선이 총수
요관리정책에 미치는 영향,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과 대책, 기대부가필립스곡선과 장기필



립스곡선의 관계,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및 장기관계

● Chapter28 :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의 차이점, 경상수지+자본수지+오차&누락 = 금융계
정 = 투자수지 + 준비자산(증감)이 되는 이유, 경상수지 = 총저축-국내총투자 – 국외투자
인 이유, 민간저축의 용도, 개방경제에서 쌍둥이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 명목환율의 결정
(구매력평가설 중심), 환율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이 환율에 미
치는 영향 차이 구분

경제통계학 - 송정석교수님
● 시험 범위 : 6장, 8장, 9장, 11장

● 6장 : 이항분포, 포아송 분포의 기댓값, 분산 공식(6장 이항분포 예제, 7장 포아송분포 
예제 참고)

● 8장 : iid random sampling의 정의(8장 표본추출 참고)

● 9장 : 1종 오류의 정의, 유의수준의 정의, 귀무가설의 정의

● 11장 : 오차항의 정의, 잔차항의 정의, 오차항 기울기 추정치 공식

● 중간고사 이후 연습문제 해설은 반드시 여러번 풀어볼 것

거시경제학 - 허식교수님

● 시험범위 : 5장, 6장, 7장

● 5장 : 화폐환상, 명목임금경직성에 의한 우상향하는 단기총공급곡선도출 (12쪽-13쪽), 
         루카스공급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25쪽)

● 6장 : 재정정책과 화폐금융정책 사용할 경우 거시경제벼변수들의 이동(P6-10)
         두 학파 간 정책의 유효성(P12-13)
         화폐금융정책의 유동성 효과(P29)
         오쿤의 법칙(P33)

● 7장 : 자연실업가설(P7)
         수직의 장기필립스곡선(P9-11)
         기억효과와 필립스곡선(P18-20)
           시간의 비 일치성
           통화량과 이자율 중간지표(P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