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 법학원                                                             경제학 2순환 10/31(월)~11/21(월) 월~토 (오후)

5급공채(행정)/입법고시/국립외교원후보자선발시험 경제학 2순환

윤지훈 경제학 2순환 강의계획서

강의
목표 개정된 주관식 미/거시 마인드 교재와 120제[제10판]를 통한 문제풀이의 완성
일정 10/31(월) ~ 11/21(월), 매주 월~토, 총 19회
시간 오후  2:00- 5:50 
교재 주관식 미/거시 경제학 마인드[2022] -저자(세경북스), 개별구매 

미시/거시 경제학 120제 제10판 –제본, 무료제공
커리
큘럼

1. 주 3회 50점 모의고사 진행 – 경제학 답안 작성 및 공부 방향에 대한 방향성 제시
2. 매일 수업 종료 후 강사에게 직접 질문 – 복습 효율성의 극대화

수강자
혜택

1. 국경 비선택자를 위한 국제경제학 특강(국제경제학 2순환) 제공 – 경제학과 겹치지 않는 국제경제학 
고유의 내용만 진행 [23년 1월 진행 예정]
2. 미거시 120제 교재 제공 (실강, 온라인 첨삭반만 적용) – 2순환 이후 PSAT 전까지 장기적인 복습 및 
반복으로 활용
3. 복습동영상 총 횟수의 30% 범위 내에서 무료 제공 (실강한정) - 종강일 기준 15일 이전까지만 가능

 

강의 목표 및 강의 특징

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 전임 강사 윤지훈 강사입니다. 경제학은 다른 과목
들과 속성이 다른 학문입니다. 수학적 이해, 내용적 이해 뿐 아니라 답안 작성을 위한 논리적 흐름에 대한 
이해 및 연습도 필요합니다. 결국 목표는 답안에 자신의 지식을 현출해 내는 것이므로 주관식 시험 특성상 
같은 답을 내더라도 누가 더 기본원리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더 논리적으로 치밀한 답안 및 다
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순환 강의는 제 커리큘럼 상 처음으로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순환입니다. 예비순환과 1순환에서 다룬 내
용들을 빠르게 다시 정리하는 것에 더해 문제를 통한 이론의 접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시 경제학은 수
학에 약한 측면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답안에 반드시 필요한 수식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시 경제학의 경우는 이 과목의 전반적인 흐름을 머리에 잡아내어 큰 
틀을 형성하고 여기에 세밀한 부분을 문제풀이를 통해 채워감으로써 산재해 있는 내용들의 연결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의는 설명의 난이도 측면에서 경제학 비전공자의 눈높이에서 진행됩니다. 물론 내용적 측면에서는 경제
학 전반에 대한 모든 모형 및 국제경제학 기본 이론들까지 놓치는 논점은 없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난해
한 경제학의 체계를 잡고 자신감을 얻기 위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주 3회 모의고사를 진행하며 이
를 통해 충분히 답안을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치밀한 첨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프라임 법학원                                                             경제학 2순환 11/8(월)~11/29(월) 월~토 (오후)

회차 오후 실강 수업 내용 기타
1회 10/31 월 소비자 선택이론
2회 11/1 화 불확실성 하에서의 소비자 선택, 생산자 이론 모의고사 1회
3회 11/2 수 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 
4회 11/3 목 과점시장 모의고사 2회
5회 11/4 금 게임이론
6회 11/5 토 생산요소시장, 일반균형이론 모의고사 3회
7회 11/7 월 후생경제학
8회 11/8 화 시장실패 모의고사 4회
9회 11/9 수 정보경제학
10회 11/10 목 IS-LM-BP의 이해, AD의 이해 모의고사 5회
11회 11/11 금 AD-AS의 이해
12회 11/12 토 소비이론 모의고사 6회
13회 11/14 월 투자이론
14회 11/15 화 실업과 인플레이션 모의고사 7회
15회 11/16 수 노동시장과 실업
16회 11/17 목 화폐시장 모의고사 8회
17회 11/18 금 환율결정론 및 경기변동론
18회 11/19 토 경제성장론 모의고사 9회
19회 11/21 월 거시 경제학의 테마별 정리

※ 매일 정확하게 적용되는 진도표는 아닙니다. 수업 순서 정도로 참고할 것
※ 예비순환 및 1순환 내지는 기존 학부 수업을 통한 경제학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