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등교사임용시험의 일반사회 경제학 과목을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

한 일이다. 

우선, 그 범위에는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는 경제학과 1학년 학생들이 1년간 공부하는

｢경제학 원론｣에, 2학년부터 진행되는 심화 과정인 ｢경제학 각론(미시경제학, 거시경제

학 및 국제경제학)｣의 일부 내용이 살짝 포함된다. 이러니 경제학 전 과정을 제대로 공부

하기란 만만치 않다.

또한 임용시험에서는 몇몇 단답형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해

야 한다. 이는 앞의 경제학 전 과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그 본질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

어야 함을 의미한다.

끝으로 경제학에 출제되는 단답형(기입형) 문제는 대개 계산 문제이다. 인문계 학습

과정과 사고방식에 친숙한 임용 수험생들로서는 경제학을 수리적으로 학습하는 과정 자

체가 부담스러우며, 관련된 계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심란한 일이다.

그러나 어쩔 것인가? 이 또한 우리가 즐겁게 선택한 길이다. 이를 공부한 후, 우리 자

신 또한 우리의 어린 학생들에게 평생을 두고 이 고생을 시키며 보람과 행복을 느낄 것이다.

그러니 훗날 만날 그들을 위해 치열하게 공부할 일이다.

공자님께서는 學而時習之 不亦說乎! 맹자님께서는 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樂也!

이라 말씀하셨다.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學習)하여, 평생에 즐거움(樂)을 누리도록 하자.

한 해를 보내며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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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제문제와 경제체제

I 경제와 경제문제

01 경제문제와 희소성의 법칙

1. 경제와 경제문제

① 경제(economy)란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의 생산·교환·분배 및 소비와 관련된 사회제도 또는 그 

안에서의 행위이며,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경제문제라고 한다.

② 사무엘슨(P. A. Samuelson)은 이러한 경제문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였으며, 동서고금의 어떤 

경제체제이든 이러한 경제문제가 존재한다.

③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efficiency)에 관한 문제이며, 세 번째는 소득분배의 원리와 

소득분배의 공평성(equity, 균등성)에 대한 것이다. 

④ 이 중에서 소득분배의 공평성은 주관적 견해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이다.

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분석한다.

사무엘슨(P. A. Samuelson)의 ‘세 가지 경제문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결정)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방법의 결정)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 및 소득의 분배)

2. 경제문제 발생원인：희소성의 법칙

① 경제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희소성의 법칙 때문이다.

② 희소성의 법칙이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말한다.

02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원칙

1. 경제적 효율성

① 모든 경제행위에는 경제적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이 발생한다. 

② 비용은 경제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기회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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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편익은 경제행위에 따른 사익(私益, self interest, 효용·수입 등)을 말한다.

④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을 순편익(편익－기회비용)이라고 하며, 순편익은 모든 경제행위의 유인(economic 

incentive)이 된다. 

⑤ 경제적 효율성은 순편익이 극대화되도록 희소자원을 사용(배분)하는 것이다.

⑥ 이때 편익과 비용은 총편익과 총비용이 아니라, 추가되는 편익과 비용을 의미하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

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 경제적 순편익：경제적 편익(한계편익)－경제적 비용(한계비용)

● 경제적 효율성：경제적 순편익이 극대화되는 경제행위

2. 경제원칙：최대효과·최소비용의 원칙, 경제적 합리주의

① 편익은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경제원칙(경제적 합리성)이라고 한다. 

② 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계, 기업, 정부 등)가 경제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하

며, 경제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경제주체를 경제인(homo economicus)이라고 한다.

● 경제원칙：최소비용, 최대효과의 원칙. 경제적 합리주의 

‣ 최대효과의 원칙：주어진 자원으로 최대효과

‣ 최소비용의 원칙：일정한 목표 달성에 최소한의 자원 사용

3. 경제적 비용：기회비용과 매몰비용

①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어떤 행위(선택)에 따라 발생한 화폐적 비용과 그 행위에 따라 포기한 다른 

대안(代案)들 중의 최고가치를 더한 것이다.

② 매몰비용(sunk cost)은 잘못된 판단에 따라 투입된 비용이며 포기해야 한다.

● 기회비용：화폐적 비용＋포기한 대안 중의 최고가치

 회사 선택 시 필요한 화폐비용 10만원,

회사 주급 80만원, 회사 주급 100만원, 회사 주급 120만원

‣  회사 선택：기회비용＝화폐비용(10만)＋ 회사 주급(120만)＝ 130만원

‣  회사 선택：기회비용＝화폐비용(10만)＋ 회사 주급(100만)＝ 110만원

● 매몰비용：잘못된 판단에 따라 이미 투입된 비용  . 불량 원자재 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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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제학적 사고의 기초

경제학(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인식을 전제로 경제문제를 분석한다.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사익(私益))을 위해 행동한다. [이기심]

●합리적 선택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한계원리]

●어떤 선택이든 포기해야만 하는 대가가 따른다. [기회비용]

●비교우위에 따른 분업(특화)과 자발적 교환은 모두에게 이익이다.

●시장은 스스로 조정과정을 통해 균형이 이루어지며 이를 거스를 수 없다. 

●시장은 효율적이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시장실패]

●정부개입은 시장의 문제점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정부실패]

●자원배분 효율성과 소득분배 공평성(균등분배)을 동시에 이루기 어렵다.

1. 경제주체：경제행위를 하는 세 주체

① 가계：생산물을 소비하고 생산요소를 공급

② 기업：생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요소를 수요(고용). 가계와 기업을 민간부문이라고 함

③ 정부부문(정부와 공기업)：생산물과 생산요소를 수요·공급. 경제정책을 집행

2. 경제객체(Ⅰ)：경제행위의 대상이 되는 생산물

① 재화(goods)：소비에 따라 효용이 발생하는 유형의 물건

② 용역(services)：소비에 따라 효용이 발생하는 무형의 행위. 강의, 공연, 도·소매업 등

③ 상품(goods, commodities)：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 및 생산요소

④ 경제재(economic goods)：소비에 대가가 필요한 재화와 용역 및 생산요소

⑤ 자유재(free goods)：소비에 대가가 필요치 않은 재화와 용역

⑥ 소비재(consumer goods)：최종목적이 소비인 재화와 용역 . 소비자에 판매된 쌀

⑦ 생산재(producer goods)：최종목적이 생산인 재화와 용역 . 양조장에 판매된 쌀

3. 경제객체(Ⅱ)：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요소

① 생산요소(본원적 생산요소·자원)：생산에 투입되는 재화와 용역

㉠ 노동 ：노동력. 인적자본[human capital, 투자를 통해 교육(훈련, 연수)된 노동]

㉡ 자본：공장설비, 기계, 원재료 등 생산된 생산요소

㉢ 토지：토지, 자연자원 및 천연자원. 일반적으로 자본에 포함하여 분석

② 기술과 정보(지식, IT)：경영능력. 제4의 생산요소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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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제체제

20세기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되었다.

01 자본주의 경제체제

1. 자본주의의 성립과 특징

① 수공업과 상업을 기초로 하는 중상주의 경제체제(mercantilism; 15C 중반~18C 중반)하에서 축적된 상업자

본을 기반으로 산업혁명(기계 및 동력 발명; 17C 말~18C 말)이 일어났다.

② 산업혁명에 의해 생산방식이 변화(공장제 기계공업)하여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대규모 산업

자본이 축적되었고 이를 기초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등장하였다. 

③ 모든 경제문제는 자유시장기구(free market mechanism)에 의해 해결되며, 사유재산이 허용된다.

2. 자본주의의 장단점

① 시장을 통해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사익(私益)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즉, 생산자(공급자; 기업)는 자신이 보유한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며, 소비자(수요자)

는 자신의 소득으로 소비에 따른 효용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이러한 개별주체들의 사익극대화 노력을 통해서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④ 그러나 소득(부)분배의 불공평,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주기적 반복에 따른 경제 불안, 과도한 사익 추구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 인간소외, 사익과 공익의 괴리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02 사회주의 경제체제

1. 사회주의의 성립과 특징

① 러시아혁명(1917. 10)을 통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 경제체제이다.

② 마르크스(K. Marx)는 자본주의는 내부모순에 따라 스스로 붕괴하며, 노동자·농민혁명(프롤레타리아 혁

명)에 의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이행되는 것이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모든 경제문제는 당국의 계획(plan)에 의해 해결되며, 생산수단은 국유화(國有化, 공유화)되고 사유재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회주의의 장단점

① 사회주의경제는 분배의 평등을 추구하며 사유재산을 금지한다. 

② 그러나 사유재산 금지와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은 개별경제주체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불가능하게 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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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경제학 방법론

I 경제학의 정의와 구분

01 경제학의 정의

① 경제학(economics)은 희소한 자원의 합리적 사용(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소득분배의 균등성(공평성)]

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②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분석하는 주류(主流) 경제이론을 신고전학파 경제학이라고 하며, 스미스(A. Smith. 

1723~1790)의 국부론(國富論, 1776)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분석.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의 시작

02 경제학의 구분

1. 미시경제학(micro economics)과 거시경제학(macro economics)

① 미시경제학(시장론, 개별시장 가격결정이론)은 개별상품시장의 균형을 분석한다. 

② 거시경제학(국민소득결정이론)은 한 나라의 총체적 생산(국민소득)을 분석한다. 

2.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과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 

① 실증경제학(경제이론)은 경제문제에 대한 법칙성을 규명하여 미래를 예측한다.

② 규범경제학(경제정책)은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경제문제의 대책을 제시한다.

3. 부분균형이론과 일반균형이론 

① 부분균형분석(마샬; A. Marshall)은 각 시장이 분리·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다른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한계를 가진다.

② 일반균형분석(왈라스; L. Walras)은 관련 시장과의 상호관계까지 분석한다.

4. 정태경제학(static economics)과 동태경제학(dynamic economics)

① 정태경제학(정태분석, 비교정학)은 특정 시점에서 경제문제를 분석한다. 

② 동태경제학(동태분석, 동학)은 경제의 시간경로(time path)까지 고려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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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경제이론의 구성과 방법론

01 경제이론의 구성

1. 이론의 목적

① 경제이론은 경제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파악한 후,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 사이의 인과

관계(causation)를 분석하여 경제변수들 사이의 법칙성을 규명한다. 

② 경제이론의 목적은 이러한 법칙성을 이용하여 현실을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2. 이론구성의 3단계

① 가정을 설정하여 경제문제를 추상화·단순화한다. 

② 그 가정하에서 인과관계를 추론하여 가설(경제모형, 경제이론)을 정립한다. 

③ 정립된 가설의 정확성과 예측력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02 경제이론의 오류 가능성

1. 인과의 오류(post hoc fallacy)

① 경제현상들 사이의 인과관계(causation)를 잘못 파악하는 오류이다. 

② 두 현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인과관계의 

선후를 잘못 파악( ⇒  의 관계인 것을  ⇒  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우연한 현상을 인과관계가 있는 현상으로 오인

명품은 비싸야 잘 팔린다.：명품 소비는 가격 이외의 요인에 따라 결정

2.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

① 전체(부분)에 옳은 것이 부분(전체)에는 옳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

고 분석하는 것을 구성의 오류라고 한다.

. “숲과 나무”：숲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내고 길을 내야 함

② 전체적인 거시경제현상에 적용되는 법칙성(거시경제이론)을 부분적인 미시경제현상의 분석(미시경제이론)

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오류이다. 

. 절약의 역설：개별소비자의 절약이 거시경제 경기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가수요：가격상승을  예상한 소비자가 미리 더 사게 되면 실제 물가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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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제이론의 표현

1. 서술적 표현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예로 들어 설명

① 수요법칙：가격이 오르면(내리면) 수요량이 감소(증가)한다. ※가격과 수요량은 부(-)의 관계

② 공급법칙：가격이 오르면(내리면) 공급량이 증가(감소)한다. ※가격과 공급량은 정(+)의 관계

2. 수리적 표현

⑴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차분∆ 또는 미분을 이용하여 분석

● 함수：         (단, ：독립변수, ：종속변수)

● 미분： ʹ∆
∆





종속변수 변동분 (단, ∆：차분. 변동이 클 때, 

：미분. 변동이 작을 때)독립변수 변동분

‣  ʹ∆
∆



  .  는 의 증가함수.  증가(감소) 시,  증가(감소)

‣  ʹ∆
∆



  .  는 의 감소함수.  증가(감소) 시,  감소(증가)

● 미분값의 의미：독립변수 가 1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 의 변동분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 를 그림으로 그릴 때 기울기

   .      ʹ

        ( 는  의 감소함수)

‣  가 1단위 증가(감소)할 때  는 2 감소(증가)

‣  축 절편이 10이고 기울기가 가 되는 우하향하는 직선

● 수요함수：
    (단, ：가격. 독립변수, 

：수요량. 종속변수)

● 수요법칙： ʹ




  수요량은 가격의 감소함수(가격 상승 시, 수요량 감소)

 
  ,     ʹ




     가격 1원 오를 때 수요량 0.5개 감소

● 공급함수：
   (단, ：가격. 독립변수, 

：공급량. 종속변수)

● 공급법칙： ʹ




  공급량은 가격의 증가함수(가격 상승, 공급량 증가)

 
   ,      ʹ




     가격 1원 오를 때 공급량 2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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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편미분을 이용하여 분석

● 함  수：     (단,  , ：독립변수, ：종속변수)

● 편미분： 



종속변수  변동분
  (독립변수  가 1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

독립변수  변동분

 



종속변수  변동분
   (독립변수 가 1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

독립변수  변동분

   .     

 ,      




‣ 는 의 감소함수. 가 1단위 증가(감소)할 때 는 2 감소(증가)

‣ 는 의 증가함수. 가 1단위 증가(감소)할 때 는 0.5 증가(감소)

● 수요함수： 
       (단, ：소득. 독립변수)

‣  




＜：수요량은 가격의 감소함수(가격 상승 시, 수요량 감소). 

‣  




＞：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소득 증가 시, 수요 증가) 

 수요함수：
   

‣  




  가격이 1원 오를 때  재 수요량 0.5개 감소

‣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재 수요 0.1개 증가

● 공급함수： 
      (단, ：재 가격. 독립변수)

‣  




 ：공급량은 가격의 증가함수(가격 상승 시, 공급량 증가). 

‣  




 ：공급은 재 가격의 감소함수(재 가격 상승 시,  재 공급 감소) 

 공급함수：
   

‣  




   재 가격이 1원 오를 때  재 공급량 2개 증가  

‣  




  재 가격이 1원 오를 때  재 공급 0.5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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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으로 표현

경제학에서는 수학적 관행과는 반대로, 독립변수인 가격을 수직축, 종속변수인 수요량과 공급량을 수평

축에 표시하여 그린다. 

⑴ 수요함수와 수요곡선

① 수요곡선식은 수요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하여 도출한다. 

② 따라서,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수요함수 기울기(수요함수 미분값)의 역수이다.

● 수요함수：
         (단,  ʹ




：수요함수 미분값, 수요곡선 기울기 ʹ의 역수

● 수요곡선：  
     (단,  ʹ 


：수요곡선 기울기, 수요함수 미분값 ʹ의 역수

 수요함수(수요곡선식을 수요량으로 정리)：
   (단,  ʹ




 .  수요함수의 기울기)

수요곡선(수요함수를 가격으로 정리)：  
 (단,  ʹ 


 .   수요곡선의 기울기)

▪도출：
        ⇒      

      ⇒     


수요함수 기울기 ʹ    높이(100)
   

밑변(200)

[수요함수]

●
  ：수요곡선식을 수요량으로 정리하여 도출 

● ʹ




：수요함수 기울기(수요곡선 기울기 역수)  

. 
  

 ʹ




   (수요함수 기울기)

수요곡선 기울기 ʹ    높이(200)
   

밑변(100)

[수요곡선]

● 
 ：수요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하여 도출

● ʹ


：수요곡선 기울기(수요함수 기울기 역수)

.  


 ʹ


  (수요곡선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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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공급함수와 공급곡선

① 공급곡선식은 공급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하여 도출한다.

② 따라서,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공급함수 기울기(공급함수 미분값)의 역수이다. 

● 공급함수：
        (단,  ʹ




. 공급함수 미분값. 

공급곡선 기울기 ʹ 의 역수)

● 공급곡선：  
     (단,  ʹ 


. 공급곡선 기울기. 

공급함수 미분값 ʹ의 역수)

 공급함수(공급곡선의 역함수)：
   (단,  ʹ




 . 공급함수의 기울기)

공급곡선(공급함수의 역함수)：  
 (단,  ʹ


 ·


 . 공급곡선의 기울기)

▪도출：
       ⇒     

    ⇒     


공급함수 기울기 ʹ   높이(20)
  

밑변(10)

[공급함수]

●
   ：공급곡선식을 공급량으로 정리하여 도출

● ʹ




：공급함수 기울기(공급곡선 기울기 역수)

. 
  

 ʹ




  (공급함수 기울기)

공급곡선 기울기 ʹ   높이(10)
  

밑변(20)

[공급곡선]

●  
 ：공급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하여 도출

● ʹ


：공급곡선 기울기(공급함수 기울기 역수)

.   


 ʹ


 ·


  (공급곡선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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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한계비용의 관계

1.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단, , , ：상수)  ′        ×   

[미분법]

계수에 차수를 곱한 다음, 차수 

ⅰ) 계수×차수

ⅱ) 차수 

    ⋅   ′ ×   ⋅  ⋅ 

   ′ ×       

        ′ ×        

 



    ′ ×        

  



2.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Ⅰ)

   

(단, , , , , ：상수)

    
  

  ×   

ⅰ) 계수×차수

ⅱ) 차수 

    
  

  ×     
ⅰ) 계수×차수

ⅱ) 차수 

      
  ×

    

  ×
      

3.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Ⅱ)

    

(단, , , ：상수)

    
  
   ×         

[ ⅰ) 계수×차수,    ⅱ) 차수  ]

   
 

 
  ×             

[ ⅰ) 계수×차수,    ⅱ) 차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