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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학과 Department of Global Economics

사무실 : 글로벌캠퍼스 가천관 516-A호 수여학위명 :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TEL : 031-750-5194 FAX: 031-750-5139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 세계화, 개방화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과 세계시장의 구조를 과학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인재양성.

▶ 지역, 국가, 국제사회에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인 양성.

▶ 국제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판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연구 

▶ 경제 이론을 천착, 검토하며 현실 경제사회에서 응용능력을 함양.

▶ 세계화 속에서 다른 지역과 국가의 경제협력을 심도 있게 분석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전공분야 무역학, 경제학 무역학, 경제학

연구분야

(무역학)국제경제학 및 동북아 경
제, 국제경영, 무역실무, 무역계약,
국제운송, 해상보험, 무역결제, 상
사중재
(경제학)거시경제 및 화폐금융,
미시경제 및 산업조직
노동경제, 계량경제, 재정학

(무역학)국제경제학 및 동북아 경
제, 국제경영, 무역실무, 무역계약,
국제운송, 해상보험, 무역결제, 상
사중재
(경제학)거시경제 및 화폐금융,
미시경제 및 산업조직
노동경제, 계량경제, 재정학

3. 교수현황 / Professors
(무역학 전공)

직급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E-Mail

교수 서한석 경제학박사(연세대학교) 국제경제학 hssuh@gachon.ac.kr
교수 이항 경제학박사(국민대학교) 국제경영 hlee@gachon.ac.kr
교수 김재우 경제학박사(건국대학교) 국제운송 kimjw@gachon.ac.kr

부교수 이용희
국제경제개발학석사
(예일대학교)

동북아경제 youngheelee@gachon.ac.kr

교수 이길남 경영학박사(중앙대학교) 무역실무 knlee@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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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전공)

4. 학과내규
1) 입학

(1) 학생모집은 3월 학기와 9월 학기로 1년에 2회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2) 입학전형은 대학원규정에 따라 전공구술시험으로 한다.

(3) 전공구술시험의 심사위원은 학과교수 3-6명으로 구성한다.

(4) 전공구술시험의 학부의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다음 과목이 구술시험과목이다.

-무역학 과목 : 국제경제학, 국제경영학, 무역실무

-경제학 과목 :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5) 전공구술시험은 대학원 지원학생이 대학원 수학능력이 있는 지를 평가하

는 방법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

첫째, 전공기초 과목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도, 둘째, 전

공기초 과목의 기본이론에 대한 응용능력, 셋째, 전공영역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대한 논리적 표현능력, 넷째, 지원학생의 대학원 진학 목적과 본

학과의 대학원 개설목적과 부합정도, 다섯째, 대학원 연구 및 학습계획의

구체성과 현실 적합성, 여섯째, 대학원 졸업이후 사회기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6) 전공구술 과목의 합격 여부는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정결과에 따라 결정되

는 데, 대학원 학칙에 따라 A, B, C, D 4개 등급에 의해 평가한다.

단, 동일계열을 전공하지 아니한 학생의 경우에는 (5)의 전공구술 시험

기준에 대응하는 지원생의 기본적인 학업성취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학점이수

직급 성명 학위(학위수여대학) 전공분야 E-Mail

교수 김주한 산업경영학박사(한국과학기술원) 산업조직론
jhankim@gachon.ac.k
r

교수 이한주 경제학박사(서울대학교) 노동ㆍ복지경제학 hanlee@gachon.ac.kr

부교수 한진희
경제학박사
(The University of Chicago)

국제경제학 chhahn@gachon.ac.kr



무역학과 / 3

(1) 원생이 취득해야 할 최저 수료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 24학점, 박사과정

의 경우 석사과정수료이후 별도로 36학점이다.

(2) 대학원 박사과정의 선수과목

           박사과정 : 석 · 박사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해당 학생의 향후 희망 연구분

           야를 고려하여 지도교수와 전공분야 교수가 상의해서 결정한다.

(3) 글로벌경제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전공 관련

과목을 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3) 대학원 석사과정 논문지도와 제출절차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어서 논문지도와 제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도교수의 전공분야는 무역학, 경제학으로 나뉘어진다.

(2) 입학한 신입생이 세부 전공분야를 확정한 경우에는 각 전공분야의 교수들

이 상의하여 지도교수를 선임한다. 지도교수는 재학생의 연구방향을 고려

하여 이수과목 계획을 구상하여 학생이 교과목에 대해 충분히 오리엔테이

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입학한 신입생이 세부 전공분야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과교수회의

를 통해 세부전공이 결정될 때까지 예비지도교수를 선임한다.

(4) 재학생이 세부전공영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음 선택한 전공과목

의 지도교수와 새로이 선택할 전공과목의 교수들이 학생의 전공변경에 따

르는 제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문과 조언을 해준다.

(5) 세부전공을 바꾸지 않으면서 단지 지도교수만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는 각 세부 전공의 교수들이 전공교수회의를 통해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

임토록 한다.

(6)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이 학회에 가입하고 학회활동을 통해 더 넓은 지적환

경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지도교수는 지도

학생으로 하여금 연구와 논문작성의 실제적인 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도교수가 수행중인 연구의 보조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7) 지도교수는 매 학기 지도학생으로 하여금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공개 혹은 비공개로 발표토록 적극 유도한다. 그래

서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도, 기초지식, 접근방법

의 성숙도를 점검할 수 있다. 그리고 논문을 제출하기 전 학기에는 분기

에 1회 공개발표를 의무화한다.

(8) 전공종합시험은 수강한 전공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한다.



4 / 인문사회계열

4)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지도와 제출절차

대학원박사과정에 있어서 논문지도와 제출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도교수의 전공분야는 국제경제학, 국제상학, 국제경영학으로 나뉘어진다.

(2) 입학한 신입생이 세부 전공분야를 확정한 경우에는 각 전공분야의 교수들

이 상의하여 지도교수를 선임한다. 지도교수는 재학생의 연구방향을 고려

하여 이수과목 계획을 구상하여 학생이 교과목에 대해 충분히 오리엔테이

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입학한 신입생이 세부 전공분야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과교수회의

를 통해 세부전공이 결정될 때까지 예비지도교수를 선임한다.

(4) 재학생이 세부전공영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음 선택한 전공과목

의 지도교수와 새로이 선택할 전공과목의 교수들이 학생의 전공변경에 따

르는 제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문과 조언을 해준다.

(5) 세부전공을 바꾸지 않으면서 단지 지도교수만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는 각 세부 전공의 교수들이 전공교수회의를 통해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

임토록 한다.

(6)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이 학회에 가입하고 학회활동을 통해 더 넓은 지적환

경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지도교수는 지도

학생으로 하여금 연구와 논문작성의 실제적인 훈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도교수가 수행중인 연구의 보조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7) 지도교수는 매 학기 지도학생으로 하여금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공개 혹은 비공개로 발표토록 적극 유도한다. 그래

서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도, 기초지식, 접근방법

의 성숙도를 점검할 수 있다. 그리고 논문을 제출하기 전 학기에는 분기

에 1회 공개발표를 의무화한다.

(8) 대학원 박사과정 전공종합시험은 전공과목 중 4과목을 선택한다. 단 동일

교수 출제과목은 4과목이상 신청할 수 없다.

(9) 논문계획서 심사 : 논문계획서의 심사는 1차와 2차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다. 2차 논문계획서 심사는 논문의 논리적 구성, 연구의 현실적 수행가능

성, 연구의 학술적·실무적 기여도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며, 2차 논문계획서 심사는 1차 논문계획서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부분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수정 여부를 중심

으로 심사하게 된다.

(10) 1차 논문계획서 심사 :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

진다. 학과 전체교수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석교수의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통과되며 “조건부 통과”는 없다.



무역학과 / 5

(11) 2차 논문계획서 심사 : 1차 논문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진다. 학과 전체교수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석교

수의 2/3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통과되며 “조건부 통과” 는 없다.

(12) 학위청구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은 논문 심사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2차 논문계획서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자격이 주어

진다. 이외의 학위청구논문관련 사항은 대학원 규정에 준한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무역학 전공 교과목)

03289 국제경영 (International Business)

본 과목에서는 기업의 국제적 경영활동에 관한 이론, 국제경영 환경의 분석과 진단 및 국제경영

전략,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화 전략 등을 연구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 국제마케팅 활동, 국제

재무, 국제금융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

00339 국제금융시장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범세계화 추세에 있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주요 선진금융 시장의 발전, 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국제금융시장시스템에 대한 이론 및 분석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03291 국제마케팅 (International Marketing)

본 과목에서는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외국의 시장 환경과 조건 등 해외무역의 마케팅 활동에 영

향을 주는 제 요소를 이해하기 위하여 국제마케팅에서 문제점을 다루며, 마케팅도구인 제품, 가

격, 판매경로, 물적 유통, 광고, 판매촉진 등에 대한 연구를 한다.

03292 국제재무관리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기업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의 추세에 대비하여 재무담당자가 국제적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

리 운영하는 최신 기법과 이론을 연구하고 실제의 사례를 다룰 것이다.

03290 국제경영통계 (Statistics for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기업의 해외진출, 경영전략, 현지 국가의 시장조사 등을 분석하기 위한 경영통계를 이해하

고 실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강의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형태, 진출지역 및 산업의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통계분석을 주로 연구한다.

01401 외환시장 (Foreign Exchange Market)

국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환위험을 분석하고 환위험의 관리방안과 외환시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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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한다. 그리고 외환시장, 환율이론, 외환제도, 환위험관리, 외환시스템의 국제적인 비교들

을 다루게 된다. 또한 금융개방에 관련된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환위험관리방법에

대한 이론과 실증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00337 국제경영세미나 (international Management Seminar)

본 과목은 국제경영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함과 아울러 이 분야의

논문 주제 선정 및 작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따라서 이 과목을 통하여 보다 원활히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고 논문을 작성하게 할 수 있는 연구과목이다.

01404 국제통상협상전략 (International Commercial Negotiation Strategy)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국제협상전략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협상에 다한 연구

를 한다. 그리고 동태적인 국제기업 환경에서 한국의 기업이 어떻게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

보하고 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한 연구를 한다.

01406 국제산업조직론 (International Industrial Organization)

산업조직 이론을 다양한 국제시장상황에 적용하여 국가 간 수평적 분업 및 수직적 분업 협력체계

를 분석한다. 특히 각국의 산업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국가 간 산업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본 강좌는 새로운 무역라운드의 핵심이슈중 하나인 무역-경쟁의 문제를 심화 있게 분석한다.

00338 국제금융론 (International Monetary Economics)

여러 종류의 거시 개방경제모형을 통하여 대외거래의 거시, 화폐적 측면에 대해 분석한다. 국제

수지, 외환시장, 국제수지조정, 환율제도의 선택, 국가 간 거시경제정책의 전략적 조치, 국제기

구의 내재적 진화과정 등을 다룬다.

01403 무역정책연구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정부가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무역정책 수단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관

세 및 비관세 장벽의 국제무역에 대한 제반효과 및 무역정책 수단을 고찰하면서 관련 후생 효과

를 분석한다.

06000 정보경제론 (Information Economics and Game Theory)

날로 복잡해져 가고 있는 개인, 사회 집단 간의 협력과 갈등을(cooperation and conflict) 해

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략의 도출과 의미를 제시한 게임이론(Game Theory)을 학습하고 이를

비즈니스 세계에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5536 동북아경제 (Regional Economy of North East Asia)

남북한 경제 / 중국, 일본, 러시아 경제 등, 동북아의 지역 경제 이해와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각 나라 경제 상황 이해 및 바람직한 남북한 경제 협력 모색, 한중 경제협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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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실질적인 주제를 다루어 나가므로 동북아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06002 세계지리경제 (World Economic Geography)

국제무역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라 각 국가의 산업구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러

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각 산업의 입지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구조도 변화시킨다. 그리고 산업입

지의 변화와 도시화 및 노동시장구조의 변화는 역으로 무역패턴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본

과목에서는 산업네트워크, 지역혁신체제, 서비스산업과 지역경제성장, 신경제지리학, 전자상거래

와 지역경제성장등을 다룬다.

06506 무역실무특강 (Special Lecture on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무역거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인 규범, 즉 무역거래에 고유한 무역거래조건

(trade terms)과 그 해석규칙(Incoterms), 신용장 통일규칙(UCP)과 같은 자율적 규범 및 통

일매매법인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00341 국제무역법연구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무역법의 개요를 통하여 국제물품매매에 관련된 전반적인 이론을 고찰하고 국제거래의 기본

법인(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을 중심으로 매매계약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협약상의

의무관계를 연구한다.

01405 국제운송론 (International Transport)

무역상품의 운송을 중심으로 국제운송에 관한 제반 문제를 다룬다. 운송 분야에서는 해상운송과

컨테이너 운송의 발전 및 수송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복합운송이 급속히 진전, 정착되고 나

아가 종합물류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현대적인 운송방법인 복합수송을 중점적

으로 연구한다.

03294 국제무역관습연구 (Foreign Trade Customs)

무역거래에 있어서 보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무역관습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무역

관습에 관한 주요 국제규칙인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과 <신용장 통일규칙>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00350 해상보험특강 (Marine Insurance)

무역상품의 운송도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 즉 적하보험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해상보험

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준거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과 적하보험 특

별약관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된 각종 판례를 검토한다.

00346 무역계약론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국제물품매매를 중심으로 하여 무역계약의 법리와 무역거래에 고유한 국제적인 통일규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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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거래조건에 관한 연구를 한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 주로 각국의 매매법, 통일매매법인 비

엔나 협약, 국제상사 중재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계약위반시의 처리방법 등에 관해 규명한다.

06004 상사중재론 (Commercial Arbitration)

무역클레임 발생원인과 해결책, 특히 국제적인 효력이 있는 한국의 중재제도 및 세계주요국의

중재 제도연구, 중재판정사례 연구.

06005 무역결제론(Theory of Trade Settlement)

무역대금결제에 관한 내용을 현행국제규칙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합리적인 결제방식을 모색한다.

06507 국제상학특수연구(Advanced Studies of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운송·보험·대금결제 등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들을 선별하여 심층 분석

하고 연구한다.

06093 세계지역경제(Regional Economy)

지구촌시대에 있어 세계 주요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과 최근 경제적 특징을 이

해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마인드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06171 국제인적자원관리(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 

국제화 시대에 각국 문화, 정치, 법률, 경제체제에 따른 국제경영환경에 대하여 적합한 인력의

교육, 개발을 통해 이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조직 구성의 시대와 행동을 기업목표와 조화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한다.

06173 국제운송론연구(Advanced Studies of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국제운송의 현황과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국제운송과 관련하여 무역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인 운송인의 책임을 각종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내법의 내용을 중

심으로 연구한다.

06167 세계지역경제세미나(Regional Economy Seminar)

세계지역경제의 후속과목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이슈들을 살핀다. 세계 주요지역의 산업구조, 노

동시장, 금융시장, 기업지배구조, 수요구조의 특징 등을 다룬다.

06094 해상적하보험특수연구(Advanced Studies of Marine Cargo Insurance)

해상적하보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선별하여 그와 관련된 판례를 찾아 집중적

으로 연구한다.

06174 국제무역관습특수연구(Special Study on Foreign Trade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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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인 인코텀즈를 중심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관계를 종합적

으로 연구한다.

06169 국제무역법특수연구(Special Study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거래의 기본법인 비엔나 협약을 토대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리적 연구와 상학적 연구를

병행한다.

06095 무역결제특수연구(Special Study on Trade Settlement)

무역대금결제에 관한 주요 문제를 관련 규칙과 사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06175 무역계약실무연구(Study on Trade Contract)

예약일반이론과 무역계약기초이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계약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품질, 수량, 가격 등 계약조건별 연구를 한 후 업종별 계약종류별 case sturdy를 통한 계약전

문가 양성

06176 세계무역제도연구(Study on International Trade System)

무역제도에는 국내제도와 국제제도가 있다. 국내제도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기본관리제도와 관세

법, 외환관리법에 의한 직접관리제도 그리고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의한 업종별 관리제도가

있다. 그리고 국제제도로서는 WTO협정문 FTA협정문, 무역상대국의 무역제도 등이 있으며, 이

에 대한 연구를 한다.

06177 무역클레임과 ADR연구(Trading Claim and Study of ADR)

모든 거래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무역은 문화, 법률, 상관습, 도량형, 언어 등의 차이

로 인하여 고의성이 없더라도 착오나 오류, 부실표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며, 특히 시황불황

등으로 고의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나 해결을 위해서는 클레임 일반론 한

국, 미국, 중국, 일본등과 ICC의 ADR 제도, 그리고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

협약 등과 중재 판정 사례 등의 연구

06168 북한의 정치·경제(Politics and Economy of North Korea) 

북한의 경제전반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등 제반분야에 대한 고

찰과 향후 북한경제 전망 및 바람직한 남북한경제협력에 대한 모색

07050 남북한 경제와 남북한 경제협력 세미나

(South & North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Seminar)

해방이후 남한과 북한 각각의 경제발전 과정에 대한고찰과 함께 바람직한 남북한 경제협력방안

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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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5 동북아경제 세미나(North East Asia Economics Seminar)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각국의 경제상황과 동북아 경제 협력에 대하여 고찰한다.

관세법(Customs Law)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은 관세법의 관리대상이다. 관세의 기본이론, 과세요건, 관

세의 부과, 징수, 환급, 난세자의 권리, 운송 및 통관, 보세제도, 벌칙, 한급특례법 등을 

고찰한다.

국제물류관리(International Logistics Management)

국제물류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전략과 관리라는 큰 틀에서 보고, 이론을 통해 국제물

류의 각 이슈에 대한 논리적 구조를 명확히 하고 사례를 통해 국제물류시스템의 구축

에 대하여 연구한다.

경제통합과 FTA 실무 (Economic Integration and FTA Practice)

국제통상규범은 무역, 해외직접투자, 기술협력 분야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시

하는 것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분석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하

는데 매우 중요하다. 기업들이 FTA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등 실무적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경제학 전공 교과목)

00233 거시경제이론 1 (Macroeconomic Theory 1)

국민경제 전체로서의 경제수준의 지표가 되는 국민총생산, 고용량, 물가수준 등이 어떻게 결정

되고 변동되는가를 이론적으로 습득한 이후에 현재시안에 맞게 적용시키는 방법을 분석한다. 미

시경제이론과 함께 경제학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다.

00234 미시경제이론 1 (Microeconomic Theory 1)

수요이론, 공급이론, 시장구조이론, 미시적 분배이론 및 후생경제학 등의 기초 개념 및 연구방

법론을 분석한다. 특히 연구방법의 경우 기초적인 최적화이론을 바탕으로 하며 대학원 전학기생

을 대상으로 강의한다.

00249 계량경제학 1 (Econometrics 1)

단순회귀모형, 다중회귀모형, 연립방정식모형 등을 이용해, 경제변수간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계수의 추정이나 가설의 검증 등을 강의한다. 특히 이 강좌에서는 경제분석을 계량적 분석의 기

초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원생으로서 기본적인 연구의 바탕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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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5 거시경제이론 2 (Macroeconomic Theory 2)

거시경제이론1의 연속강의로써 이 강좌에서는 기존의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최근의 거시경

제이론의 연구동향파악 및 논쟁점을 정리한다. 수강생은 거시경제이론1의 기본개념을 충실하게

다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동태이론으로 확장한다.

00236 거시경제이론세미나 (Seminar in Macroeconomic Theory)

최근에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조사 발표하며 정리한다. 이에는 거시 각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논쟁의 시발이 되는 기본 논문에서부터 이를 바탕으로 심화되는 연구의 흐름을 학술지 발표논문

을 위주로 주제 발표 및 토론한다.

00237 경제발전론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경제발전의 경제적 비경제적 제요인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반 경제발전

전략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사례 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문제

점을 논의한다.

00238 경제발전론세미나 (Seminar in Economic Development)

이 강좌에서는 각국의 세부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심화된 분석을 강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별의 발전전략의 비교 및 경제발전과정상의 문제점의 검토를 통하여 수강생의 과목이해도를 높

이고 주제발표와 토론을 장려한다.

00239 경제사상사 (History of Economic Thought)

현대경제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제사상의 변천과정을 연구한다. 이는 경제학발전

에 기여를 한 중요 경제사상을 정리하고 이의 충분한 고찰을 통하여 기본 경제이론의 뿌리에 대

한 충분한 이해를 돕는다.

00240 경제사특수연구 1 (Special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1)

이 강좌는 경제사과정을 세분하여 각 국별 또는 시대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깊이 있게 연구한다.

경제사의 흐름은 시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특정 시대로 초점을 맞추어 살펴

봄으로써 경제의 흐름의 심층에 대한 천착을 할 수 있다.

00241 경제사특수연구 2 (Special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2)

이 강좌는 경제사특수연구1과 연계하여 경제사 과정을 세분하여 각 국별 또는 시대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깊이있게 연구한다. 경제사의 흐름은 시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특

정 시대로 초점을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경제의 흐름의 심층에 대한 천착을 할 수 있다.

00242 경제학방법론 (Methodology of Economic Studies)

경제학의 분석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학연구의 연구방법도 발달을 하여 왔다. 이 강좌에서는 경

제분석에 필요하고 자주 쓰이는 경제분석방법을 살펴보고 경제분석의 제 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평가함으로써 심화된 경제학연구의 방법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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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43 경제학사 (History of Economic Theory)

현대경제학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그 발전방향을 조망하기 위해, 다양하게 발전되어 온 각 경제

이론의 내적인 논리체계와 외적인 연관관계를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수강생은 제 경제이

론의 근저에 흐르는 논리의 쳬계를 구체화한다.

00244 경제학사세미나 (Seminar in History of Economic Theory)

이 강좌에서는 경제학사에 이어 특정한 경제이론을 천착하여 경제이론의 발전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점검하고 이에 바탕을 두어 제반 경제이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경제이론의 발전과정을

토론, 연구한다.

00245 경제학특수연구 1 (Special Topics in Economics 1)

경제주변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학의 주제 및 분석방법, 시각이 변한다. 따라서 특히 최근과

같이 경제현상이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기존 과정에서 제시되는 강좌이외에 대학원과정에서 다루

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제학분야 중 특정주제 및 분야를 택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00246 경제학특수연구 2 (Special Topics in Economics 2)

경제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학의 주제 및 분석방법, 시각이 변한다. 따라서 특히 최근

과 같이 경제현상이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기존 과정에서 제시되는 강좌이외에 대학원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제학 분야 중 특정주제 및 분야를 택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00247 경제학특수연구 3 (Special Topics in Economics 3)

경제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학의 주제 및 분석방법, 시각이 변한다. 따라서 특히 최근

과 같이 경제현상이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기존 과정에서 제시되는 강좌이외에 대학원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제학 분야 중 특정주제 및 분야를 택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00248 경제학특수연구 4 (Special Topics in Economics 4)

경제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학의 주제 및 분석방법, 시각이 변한다. 따라서 특히 최근

과 같이 경제현상이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기존 과정에서 제시되는 강좌이외에 대학원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제학 분야 중 특정주제 및 분야를 택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00250 계량경제학 2 (Econometrics 2)

단순회귀모형, 다중회귀모형, 연립방정식모형 등을 이용해, 경제변수간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계수의 추정이나 가설의 검증 등을 강의한다. 특히 이 강좌에서는 계량경제학 1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심화된 분석기법을 추가한다.

00251 계량경제학세미나 (Seminar in Econometrics)

계량경제학의 특수한 방법과 문제를 발표와 토론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 과정에서 계량경제학분

야의 관련 논문들을 직접 접함으로써 구체적인 논쟁점을 수강생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함으

로써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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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2 국제금융이론 (International Finance)

이 강좌에서는 한나라 경제의 금융과 관련이 되는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환

시장, 국제금융시장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나아가 국제수지조정에 관한 이론과 정책선택 문제

를 분석함으로써 각국 간의 금융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00253 국제금융이론세미나 (Seminar in International Finance)

이 강좌에서는 외환시장, 국제금융시장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고 나아가 국제수지조정에 관한 이

론과 정책선택 문제를 관련 논문들을 직접 접함으로써 구체적인 논쟁점을 수강생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이해를 도모한다.

00254 국제무역이론 (International Trade)

이 강좌에서는 무역구조의 결정요인, 그것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 관세의 경제적 효과, 무

역이익이 당사자 간에 어떻게 배분, 귀속되는가 등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국제간의 재화의 흐

름을 위주로 파악함으로써 국가 간의 교역의 효과의 이해를 도모한다.

00255 국제무역이론세미나 (Seminar in International Trade)

이 강좌에서는 국제무역이론 중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실증적 연구

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함으로

써 국제무역이론을 심화한다.

00256 규제경제학 (Regulatory Economics)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기업활동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이론적, 현실적으로 분석,

토론한다. 정부의 규제는 실질적으로 기업의 활동에 대한 환경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다시

시장에서의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효과를 살펴본다

00257 기술경제학 (Technology Economics)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기술개발을 보편적 경제활동의 범주에서

해석하고, 이의 거시경제학적 역할정립과 미시경제학적 개발과정은 물론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

한 바람직한 여건의 조성 등과 관련된 경제학적 원리를 규명한다.

00258 기술경제학세미나 (Seminar in Technology Economics)

기술개발의 동기와 역할은 물론 그 파급효과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

할 수 있는 정책대안 개발능력을 함양한다. 또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개별기업의 전략과 국제적

협력관계의 변화를 조사하면서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구한다.

00259 노동시장이론 (Labor Market Theory)

이 강좌에서는 경제발전과정과 더불어 나타나는 제반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

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의 작동원리, 노동이동, 노동분 배율의 결정, 임금이론, 고

용이론, 노동시장구조론 등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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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60 노동시장이론세미나 (Seminar in Labor Market Theory)

노동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정해 토론, 연구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수강생은 현실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토론을 행함

으로써 노동시장의 이해를 도모한다.

00261 노사관계론 (Labor Relations)

노동조합의 조직, 성격, 전략, 단체교섭구조, 노사의 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노사관계 제

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정책에 관련되는 이론을 분석하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역할

및 이의 존재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00262 노사관계론세미나 (Seminar in Labor Relations)

이 강좌에서는 노사관계에서 주요 issue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들을 선정해 토론, 연구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수강생은 현실 노사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인 토론을 행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이해를 도모한다.

00263 미시경제이론 2 (Microeconomic Theory 2)

미시경제이론 1의 내용을 심화하고 일반균형분석, 정보경제학 분야를 강화한다. 특히 미시분석

방법론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수강생이 분석능력을 함

양을 목표로 한다.

00264 미시경제이론세미나 (Seminar in Microeconomic Theory)

미시경제이론에서 주제를 택해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 과정에서 미시경제학 분야

관련 논문들을 직접 접함으로써 구체적인 논쟁점을 수강생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이해를 돕는다.

00265 북한경제연구 (Study on North Korean's Economy)

이 강좌에서는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경제체제의 특징, 발전과정, 문제점 등을 한국 경제와

비교연구 함으로써, 통일한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이에 수강생은 경

제통합의 방향 등에 관련된 제반 시각을 정리한다.

00266 비교경제체제론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여러 경제체제를 소개하고 각 체제의 이론적 근거와 결과를 다각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다. 제

반 경제체제가 일정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자 한다.

00267 비교경제체제론세미나 (Seminar in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경제체제의 비교분석에서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토론, 연구한다. 특히 특정 경제체제를 선택하

여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해당체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관련 문헌들을 직접 접함으로써 구체

적인 논쟁점을 수강생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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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68 산업정책론 (Theory of Industrial Policy)

정부의 산업에 대한 정책을 분야별로,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정부와 산업 간의 관

계의 이해를 도모하여, 국가 간의 산업정책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른 효과를 검토함으

로써 산업환경의 변화와 정책선택, 이의 영향을 구체화한다.

00268 산업조직론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의 형태를 분류, 분석함으로써 현실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업의 행태의 이해를 도모하고

고 나아가 독과점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및 그 대책 등을 연구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각

국의 독점금지정책, 공정거래제도 등을 분석한다.

00269 산업조직론세미나 (Seminar in Industrial Organization)

산업조직론을 심화하여 시장구조 및 기업의 행동에 관한 최근의 이슈를 주제로 택해 발표와 토

론을 한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장단점을 살펴

보고, 관련 문헌들을 직접 접함으로써 구체적인 논쟁점을 수강생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함으로

써 이해를 돕는다.

00270 서양경제사 (Economic History)

서양의 경제의 태동을 위주로 하여 경제사의 탄생 및 발전을 각 시대의 사상적 배경에서 규명함

으로써, 이것이 현대 경제사회에 가지는 시사점을 찾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사회의 경

제적 성격과 본질을 분석한다.

00271 소득분배론 (Income Distribution Theory)

소득분배이론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소득분배현황과 재분배정책의 한계 등을 분석한다. 소득

의 불평등의 정의, 구체적인 측정방법, 각국의 분배현황 및 우리 나라의 분배현황의 비교분석,

제반 소득분배정책의 기본철학 등을 살펴본다.

06327 수리경제학 1 (Mathematical Economics 1)

경제학의 명제에 관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분석을 위해서, 경제이론을 위한 논리적 사고를 함양

하기 위하여 제반 경제이론을 수리적 방법을 통하여 연구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수강생을 기본

경제이론의 이해를 늘린다.

00273 수리경제학 2 (Mathematical Economics 2)

수리경제학 1을 심화하며, 경제학의 명제에 관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분석을 위해서, 경제이론을

위한 논리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하여 제반 경제이론을 수리적 방법을 통하여 연구한다. 이 과정

을 통하여 수강생을 기본경제이론의 이해를 늘린다.

00274 자원경제학 (Energy Economics)

생산활동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는 자원 및 에너지의 경제학적 역할은 물론 요소 시장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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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가격결정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자원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이의 이론적 배

경을 규명함으로써 개별기업차원에서의 비용절감방안은 물론 국가차원에서의 환경보전방안을 분

석한다.

00275 자원경제학세미나 (Seminar in Energy Economics)

자원 및 에너지의 장단기적 수급계획과 효율적 배분, 그리고 절약의 경제학적 의미와 이의 효과

적 추진을 위한 정책 등을 현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의 타당성 및 개선점에 대해 검토

한다. 아울러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경제성장은 물론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

한다.

06328 재정학 (Public Finance)

경제주체의 중요한 축으로서의 공공부문의 이해를 위해 재정의 기능, 공공재, 조세의 원리 및

효과, 공채, 지방재정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분석한다. 이 강좌를 통하여 현실경제에서 차지

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00277 재정학세미나 (Seminar in Public Finance)

재정문제에 관한 최근의 이슈를 주제로 택해 발표와 토론을 한다. 특히 현실적인 문제를 심도있

게 분석하고 관련 문헌들을 직접 접함으로써 구체적인 논쟁점을 수강생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이해를 돕는다.

00278 조세론 (Economics of Taxation)

재정학 중 조세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목으로, 정부수입, 조세의 본질, 목적, 근거, 체계,

조세의 전가와 효과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조세의 국민 경제적 작용을 중시해 조세구조의 경제

적 효과와 담세력의 한계 등을 분석한다.

00279 지방재정론 (Local Public Finance)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체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목으로, 지방세 체계, 교부금 제도, 지방공기

업 등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주로 연구한다.

06329 한국경제론 (Korean Economy)

한국 경제문제의 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특징, 당면과제, 세계경제체

제 내에서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위상, 각국경제와 한국경제의 비교, 현실경제의 이해 등을 경제

이론과 연관시켜 분석한다.

00281 한국경제론세미나 (Seminar in Korean Economy)

한국 경제문제의 해결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특징, 당면과제, 세계경제체

제 내에서 차지하는 한국경제의 위상, 각국경제와 한국경제의 비교, 현실경제의 이해 등을 경제

이론과 연관시켜 분석한다. 특히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택해 세미나를 진행한다.

00282 한국경제사 (History of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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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대의 실태와 경제사상도 고찰하지만 특히, 한국자본주의 맹아의 제 양상과 요인 나아가 개

항 이후 한국경제의 근대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세계경제의 발전과정과 비교함으로써

한국경제의 현재를 조망한다.

00283 화폐금융이론 (Monetary Theory)

화폐와 금융자산이 물가, 고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화폐의 기본적 개념

및 기능, 화폐시장의 수요와 공급, 금융정책의 효과, 금융시장의 구조, 기능, 역할 등을 분석하

고 이에 따른 논쟁점을 정리한다.

00284 환경경제학 (Environmental Economics)

경제활동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접근하여 편익과 비용측면

에서 합리적인 해결대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제반 경제이론을 학습한다. 또한 지속가능개발을

전제로 하는 국제협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정책대안과 이의 경제학적 의미를 분석한다.

00285 환경경제학세미나 (Seminar in Environmental Economics)

생산활동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의 특성과 효율적 활용을 위한 경제이

론의 학습에 목표를 둔다. 국내 주요 환경오염의 원인과 실태를 중심으로 현재의 환경정책을 분

석하고, 이의 타당성 및 개선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환경정책대안 개발능력을 함양한다.

00286 화폐금융이론세미나 (Seminar in Monetary Theory)

화폐와 실물경제에 관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강의, 발표 및 토론을 병행한다. 특히 이를 현실

적인 문제와 접목하여 심도 있게 분석하고 관련 문헌들을 직접 접함으로써 구체적인 논쟁점을

수강생이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이해를 돕는다.

01539 후생경제학 (Welfare Economics)

사회후생,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과 한국의 현황, 선진

국의 경험 등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현실경제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1540 후생경제학세미나 (Seminar in Welfare Economics)

가장 단순화된 경제를 모형으로 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만족되어야 하는 조건

들을 검토한 후 사회적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배분을 나타내는 점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회후생함수에 관해 토론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ics)

최근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고용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고 이를 극

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제3지대의 경제부분이 확대되고 있는바, 이를 체

계적으로 연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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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과소개 / Introduction of Departments 

글로벌경제학과 대학원 과정에는 경제학 전공과 국제무역 전공이 있다. 경제학 전공에
서는 경제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 경제학 등의 학문을 다루고 있다. 반면에 
국제무역 전공에서는 국제경영, 무역실무, 무역계약, 국제운송, 해상보험, 무역결제, 상
재 중재 및 FTA 등의 학문을 다루고 있다. 졸업 후에는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경제전
문가, 경제분석가, 무역전문가, 국제통상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There are two majors in the Department of Global Economics. The one is a major of 

Economics and the other is a major of International Trade. During the course of 

postgraduate school in this department, a major of Economics deals with Economics, 

Microeconomics, Macroeconomics and Econometrics and so on. Meanwhile, a major of 

International Trade deals with International Business, International Trade Practic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nternational Transport, Marine Insurance, Payment and 

Settlement for International Trade, Commercial Arbitration, and Free Trade 

Agreement, and son on. After completed in this postgraduate school, the alumni may 

act as an expert of Economics specialist and Analyst and an expert of International 

Trade and specialist of International Busines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we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