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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 

고급에너지경제학연구(003-자원고갈분석) 강의에서는 에너지 자원 관련 이슈들의 

근간이 되는 경제 이론들과 특히 에너지 자원의 대표적인 특성인 고갈(exhaustion)의 

문제를 학습하고 계량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합니다. 

본 과목은 경제학과 대학원 과목 수준으로 진행되며, 학부 계량경제학 및 대학원 

미시경제학 수준의 교과목을 미리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1) 본 과목은 에너지 및 자원분야의 경제학적 이론과 에너지 산업 및 정책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10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주제 학습, 실증 

분석 및 토론을 진행합니다 

 

2) 본 과목에서는 STATA 등 계량경제분석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한 실증분석 및 

집중토론 수업을 묶어 진행합니다. 주제별로 주제 학습, 실증 분석, 결과 토론의 

순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3) 수강 학생들은 선정된 주제의 학습, 분석, 토론 과정에 모두 참여하며,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주제가 끝난 다음 주에 리포트로 제출합니다.  또한 개인별로 선정한 1개의 

주제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여 그 연구결과를 기말에 발표합니다. 

 

 

 



 

2. Grading 

Total 1,000 points + attendance 

- 주제별 실증/토론 및 보고서   800  (주제별 각 200)  

- 개인연구과제 발표 및 보고서   200   

 

 

3. Class Schudule 

 1주차 (9/02)  :  Energy and Economic Growth - 1  

 2주자 (9/09)   :  Energy and Economic Growth - 2  

 3주차 (9/16)   :  Causailty and Correlation  

 4주차 (9/23)   :  Non-stationarity of Time Series  

 5주차 (9/30)   :  개인연구과제 주제 제안 발표  

 6주차 (10/07)  :  Co-Integration  

 7주차 (10/14)  :  Intensity of Use & Decomposition - 1  

 8주차 (10/21)  :  Intensity of Use & Decomposition - 2 

 9주차 (10/28)  :  Classification of Energy and Resources  

10주차 (11/04)  :  Exhaustion, Test of Economic Exhaustion - 1 

11주차 (11/11)  :  Exhaustion, Test of Economic Exhaustion - 2 

12주차(11/18)  :  Rent for Energy and Resources  

13주차 (11/25)  :  Weather and Energy  

14주차 (12/02)  :  Energy Index 

15주차 (12/09)  : 개인연구과제 최종 발표 

개인연구과제 보고서 마감 : 12/16(수) 오후 5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