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CO209Y1Y: Macroeconomic Theory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Social Science 
 
Breadth Requirement: 3 
 
Professor: Dr. Reza Ghaeli 

- 학생들과 교류하기를 원하는 교수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8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3 Midterms + 1 Final Exam 
-Multiple Choice + Written 
-Format is similar to past tests (starting from 2014). .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 Assignments: Yes (one written assignment; essay) 
 

Difficulty (Scale 1 to 10): 

 

7 

 

 microeconomic 과는 달리, 심도 있는 경제학 원리를 배우기 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동향을 

공부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는 수월함 

 시험 난이도는 생각보다 어려움 (문제마다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확실히 공부해두고 시험을 치를 것) 

  

Study Tips! : 

 

 교과서를 꾸준히 읽으면서, 여러 예시 상황 숙지가 중요 

 여러 가지 이론 및 풀이 방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In-class discussion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끔씩 올려주는 기사 내용도 읽어보도록 

 

 

 

 



 

 

 
ECO209Y1Y: Macroeconomic Theory 

 
Academic Year Taken: 2014/ 2015  
 
Course Type (Science; Humanity; Social Science, others): 
Social Science 
 
Breadth Requirement: 3 
 
Professor: Reza Ghaeli 
- 매주 강의 슬라이드 포탈에 게시 
- 다른 교수들과 비교해 무난한 성격 및 강의  
 
Professor Rating (Scale 1 to 10): 7 
 
Course Outline: 
 
1) Test format + past test: 
- 3 Midterms(15% each) + 1 Final Exam (40%) 
- Multiple Choice + Short Answer Quetions  
- Format is similar to past tests.  
 
2) Lab/Tutorial/Assignments: 
- Lab: None 
- Tutorial: Yes 
- Assignments: Yes (Written Assignment – 15%) 
 

Difficulty (Scale 1 to 10): 

 

8 

 

 ECO204Y1Y 등 다른 200 레벨 경제학 과목과 비교해 수학적인 접근은 적음 

 경제학 이론 위주 

 범위가 매우 넒음 (밀리면 안됨!) 

  

Study Tips! : 

 

 Reading 은 꼭 하기! 교과서를 읽는 것이 필수! (경제학 이론에 대해 배우기 때문)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캐치업! 

 다른 경제학 과목들과 비슷하게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음 

 암기보다는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