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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3183 기업의 경제분석      강의자: 권남훈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Office: 상허연구관 632 호 

2007 년 2 학기 화 1-3 목 4-6     상담시간: 화 13:30-15:30  

강의실: 상허연구관 222 호      E-mail: namhoon@konkuk.ac.kr 

 

 
 강의소개 

이 과목은 경제학과 3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전 필수 수강과목은 미시

경제학이다. 과목의 목표는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주된 생산조직인 기업을 경제학적인 

도구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업의 의사결정, 전략, 

작동원리 및 상호작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서 이를 좀더 일반적인 조직

(organization)들에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학기 기업의 경제분석 과목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본래의 교과과정과 병행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각종 공모전에 대비하면서 논문집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

공하는 실험적 강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재 

이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담은 교재들은 여럿 있지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강의는 특정한 교재를 따르기보다는 강의노트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학생들은 강의 2-3 일 전까지 http://home.konkuk.ac.kr/~namhoon 에 올릴 강의

노트 사본이나 기타 유인물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기초를 좀 더 튼튼히 하고 싶다

면 이준구 『미시경제학』을 포함, 여러분이 공부했던 미시경제학 교과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강의진행 

전반기 강의는 이론 중심으로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학생들의 발표 및 논문작성 중심으

로 진행한다. 

 

 성적평가  

프로젝트 수행 및 논문작성(50%) + 출석 및 수업참여(10%) + 중간고사(40%)  

 

프로젝트 수행 및 논문작성: 이하에 별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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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및 수업참여: 무작위로 체크할 예정이며, 4 회 이상 연속적으로 결석하는 경우는 F

처리한다. 수업 시간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유익한 질문이나 논평을 하는 경우 교수의 인

정 하에 1 점씩 추가점수를 준다.   

 

중간고사: 결시는 교칙으로 인정된 경우만 허용된다. 시험 성적 이의제기는 채점실수에 

국한하며, 반드시 미리 정해진 날짜에만 면담이 가능하다.  

 

유의사항: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벨이 울릴 시에는 두 번째 걸린 사람부터 노래 1 곡 또는 5 점 감점 

교수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수업시작 10 분 이후에는 쉬는 시간 

이외에는 강의실에 들어 오거나 나가지 말 것 (결석으로 간주함) 

 

 강의내용 및 주요일정 (일부 변경 가능) 

 
I. Primer 

 1. 기업과 경제학    
 2. 경제조직과 효율성    
 3. 기업의 소유권과 재산권         
 

II. 기업의 사업영역 
 4. 수직적 사업영역 I  
 5. 수직적 사업영역 II  
 6. 수평적 사업영역과 다각화 
 

III. 시장과 경쟁 
 7. 경쟁과 경쟁자 (I)  
 8. 경쟁과 경쟁자 (II) 
 9. 산업분석의 방법론 
 

주요일정 
 

9 월 27 일(목): 휴강 
10 월 16 일(화): 중간고사 
12 월 11 일(화): 논문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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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수행 및 논문작성 요령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의 요령을 잘 읽고 반드시 따라서 할 것.  
    

1. 팀 구성: 8 월 30 일(목)까지 3 인 이상 5 인 이내의 팀을 구성하고, 자발적인 구성이 어
려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팀을 배정한다. 팀장을 선출하여 9 월 4 일까지 보고한다.   

 

2. 주제선정: 자유 주제의 논문을 작성하여도 좋지만, 각종 공모전에 대한 응모를 가상으

로 상정하여 논문의 주제 및 형식을 발굴하는 것을 권장한다. 공모전에 관한 정보는 인
터넷 검색엔진에서 ‘공모전’을 치면 전문 web site 들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http://gongmo.campus.incruit.com/ 와 같은 것이다. 반드시 학술/논문 분야의 공모전이어야 
하고, 경제분야에 해당하여야 한다. 경영분야의 공모전도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안서 발표: 각 팀은 brainstorming 을 통해 논문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제
안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팀당 10 분 이내로 발표해야 한다. 발표일자는 10 월 2 일, 4
일 또는 지정된 날짜이다. 제안서에는 논문의 주제, 논문의 예상목차, 활용할 자료 및 
방법론 등이 담겨 있어야 하고, 2 페이지 이내여야 한다.  

 

4. 분석 방법론: 논문은 최대한 분석적이어야 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남이 작성한 내용

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분석 과정에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가공이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가야 하며, 의미 있는 계량분석을 제시할 경우 가점을 줄 
것이다.  

 

5. 주요결과 발표: 중간고사 이후 일정을 잡아서 조별 발표를 실시한다. 발표내용에는 논
문에 담길 대부분의 주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6. 논문작성 및 제출: 발표 시에 있었던 comment 등을 반영하여 12 월 11 일까지 논문을 
완성하여 제출한다. 이 때, 팀장의 책임 하에 결과물 제출 시에 각 팀원들의 공헌 내용 
및 정도를 가능한 상세하게 적어서 내도록 한다(팀원 전체의 서명 필요). 이 내용은 각
자의 성적을 내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므로 신중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