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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

例

한국경제학회는 1996년도에 학회의 새로운 사업으로 ꡔ경제학문헌목록ꡕ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말에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발간된 저서와 발표된
논문을 묶어 ꡔ경제학문헌목록ꡕ이란 제목으로 발간하였으며, 1995년도 분을 묶어 ꡔ경제
학문헌연보ꡕ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그 후 매년 ꡔ경제학문헌연보ꡕ를 간행하고 있다.
이 연보의 발간으로 학술정보자료의 공유를 위한 자료망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는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전산망을 통한 검색도 가
능하도록 만들어 갈 예정이다.

1. 收錄範圍
(1) 이 ꡔ경제학문헌연보ꡕ 제5집은 1999년도에 한국내에서 간행된 경제학 및 이와 관
련된 분야의 저서, 역서, 그리고 대학, 학회, 연구소 등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사용언어는 차별없이 모두 수록하였으며, 다만 국내에서 간행된
문헌이라도 외국인의 연구물은 제외하였다.
(2) 저서와 역서는 ꡔ한국출판연감ꡕ과 국회도서관 수서자료를 바탕으로 학술저서로 판
단되는 자료를 선정하여 수록하였고, 학술지는 각 대학에서 간행되는 모든 경제학관련
논문집, 경제학분야 학회의 학회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물을 간행하는 연구소의 논
문집을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국책연구기관의 정책보고서나 개별 기업관련 연구소의 연
구물 가운데 학술적 가치가 적다고 판단되는 문헌은 수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收錄學術誌名 一覽
수록된 학술지는 학술지명과 발행처를 ‘수록학술지명 일람표’에 게재하고 있다.

3. 排

列

이 목록은 저서, 역서, 논문의 순서로 배열하고, 각 항목에서는 분류기호별로 배열하
였다. 같은 분류기호 안에서 국문저술, 외국저술 순으로, 저자명은 가나다(또는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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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배열하고, 동일 저자명 안에서는 연도순으로, 같은 연도일 경우에는 논제의 가나
다(또는 알파벳) 순으로, 그리고 단독연구와 공동연구의 경우 단독 연구를 먼저 배열하
였다. 분류기호는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의 분류방식을 준용하였으며 남북한경
제교류라는 한국경제의 특수한 부문만 추가하여 분류표에 수록하였다.

4. 記述方法
(1) 저서의 경우는 저자, 서명, 발행처, 출판연도의 순으로, 역서의 경우는 역자, 원저
자, 서명, 발행처, 출판연도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2) 논문은 필자명, 논제, 잡지명, 권호, 발행처, 발행연월일, 쪽수의 순으로 기재하였
다. 권호에 대해서는 각 수록지에 게재된 방식대로 기록하였으며, 발행연월일은 잡지의
표지에 연월이 기록된 경우에는 연월을, 연도만 기재된 경우에는 연도만을 기재하였다.
(3) 저자명은 국문논문은 국문으로, 영문논문은 영문으로 기재하였다.
(4) 저자가 복수인 경우 4명까지 기술하고, 5인 이상은 외 몇 명으로 축약하였다.

5. 著者別 索引
저자별 색인은 저자별 수록자료의 저서, 역서, 논문 순으로, 국문은 국문으로 외국문
은 외국문으로 기록하였다. 同名異人인 경우 확인된 저자에 한해서 분리 작성하고 불명
확한 저자는 같은 이름으로 작성하였다.

6. 發

行

이 문헌연보는 연 1회 발행하며 문헌의 양이 증가할 경우 필요에 따라 증간할 수 있다.

分 類 表(Classification)
이 분류표는 미국경제학회의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를 따랐으며, 남북한 경제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P6 남북한 경제교류’ 항목을 추가하였음.

A 일반 경제학 및 경제학교육
A0 일

A General Economics and Teaching

반

A0 General

A1 일반 경제학

A1 General Economics

A2 경제학 교육

A2 Teaching of Economics

B 방법론 및 경제사상사
B0 일

B Methodology and History of Economic
Thought

반

B0 General

B1 1925년까지 경제사상사

B1 History of Economic Thought

B2 1925년 이후 경제사상사

B2 History of Economic Thought since

B3 경제사상: 개별사상가들

B3 History of Economic Thought :

B4 경제학 방법론

B4 Economic Methodology

through 1925
1925
Individuals

C 수리적 및 수량적 방법
C0 일

C Mathematical and Quantitative
Methods
C0 General

반

C1 Econometric and Statistical

C1 계량경제학 및 통계학적 방법: 일반

Methods: General
C2 계량경제학적 방법: 단일방정식 모형

C2 Econometric Methods: Single
Equation Models

C3 계량경제학적 방법: 다중/연립방정식

C3 Econometric Methods: Multiple/
Simultaneous Equation Models

모형
C4 계량경제학 및 통계학적 방법: 특수

C4 Econometric and Statistical
Methods: Special Topics

주제

C5 Econometric Modeling

C5 계량경제학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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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 類 表

C6 수리적 방법 및 계획법

C6 Mathematical Methods and

C7 게임이론 및 협상이론

C7 Game Theory and Bargaining

C8 자료수집 및 자료 추정방법: 컴퓨터

C8 Data Collection and Data Esti-

5

Programming
Theory
프로그램

mation Methodology: Computer
Programs

C9 실험디자인

D 미시경제학
D0 일

반

D1 가계행동 및 가족경제학

C9 Design of Experiments

D Microeconomics
D0 General
D1 Household Behavior and Family
Economics

D2 생산 및 조직

D2 Production and Organizations

D3 분

D3 Distribution

배

D4 시장구조 및 가격설정

D4 Market Structure and Pricing

D5 일반균형 및 불균형

D5 General Equilibrium and

D6 경제적 후생

D6 Economic Welfare

D7 집단적 의사결정 분석

D7 Analysis of Collective Decision-

Disequilibrium

Making
D8 정보 및 불확실성

D8 Information and Uncertainty

D9 시점간 선택 및 성장

D9 Intertemporal Choice and Growth

E 거시경제학 및 화폐경제학
E0 일

반

E Macroecnomics and Monetary
Economics
E0 General

E1 일반적 집계모형

E1 General Aggregative Models

E2 소비, 저축, 생산, 고용 및 투자

E2 Consumption, Saving, Production,
Employment, and Investment

E3 가격, 경기변동 및 순환

E3 Prices, Business Fluctuations, and
Cycles

E4 화폐 및 이자율

E4 Money and Interest Rates

E5 화폐정책, 중앙은행 및 화폐와 신

E5 Monetary Policy, Central Banking,

용의 공급

and the Supply of Money and
Credit

E6 재정의 거시경제적 측면, 거시경제
정책, 일반적 조망

E6 Macroeconomic Aspects of Public
Finance, Macreconomic Policy,
and General Outlook

6 分 類 表

F 국제경제학

F International Economics

F0 일

반

F0 General

F1 무

역

F1 Trade

F2 국제요소이동

F2 International Factor Movements

F3 국제금융

F3 International Finance

F4 국제무역 및 금융의 거시경제적

F4 Macroeconomic Aspects of

측면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G 재무경제학
G0 일

반

G Financial Economics
G0 General

G1 일반 금융시장

G1 General Financial Markets

G2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G2 Financial Institutions and
Services

G3 기업 재무관리 및 운영

G3 Corporate Finance and Governance

H 재정학/공공경제학
H0 일

반

H Public Finance/Public Economics
H0 General

H1 정부구조 및 범위

H1 Structure and Scope of Goveri-

H2 조세 및 보조금

H2 Taxation and Subsidies

H3 재정정책과 경제주체의 행동

H3 Fiscal Policies and Behavior of

ment

Economic Agents
H4 공공적으로 제공되는 재화

H4 Publicly Provided Goods

H5 정부지출과 관련정책

H5 National Government Expenditures and Related Policies

H6 국가예산, 적자와 부채

H6 National Budget, Deficit, and
Debt

H7 지방정부 및 정부간 관계

H7 Local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Relations

H8 기타 주제

I 보건, 교육, 복지

H8 Miscellaneous Issues

I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I0 일

반

I0 General

I1 보

건

I1 Health

I2 교

육

I2 Education

I3 복지 및 빈곤

I3 Welfare and Poverty

分 類 表

J 노동 및 인구경제학
J0 일

반

J Labor and Demographic Economics
J0 General

J1 인구경제학

J1 Demographic Economics

J2 시간배분, 노동행위, 고용결정

J2 Time Allocation, Work Behavior,
and Employment Determination

J3 임금, 보상 및 노동비용

J3 Wages, Compensation, and Labor
Costs

J4 특정 노동시장

J4 Particular Labor Markets

J5 노사관계, 노동조합 및 단체협상

J5 Labor-Management Relations,
Trade Unions, and Collective
Bargaining

J6 이동, 실업 및 일자리

J6 Mobility, Unemployment, and
Vacancies

J7 차

별

K 법경제학
K0 일

J7 Discrimination

K Law and Economics
반

K0 General

K1 법의 기본영역

K1 Basic Areas of Law

K2 규제 및 회사법

K2 Regulations and Business Law

K3 법의 실제적인 기타 영역

K3 Other Substantive Areas of Law

K4 법적 절차, 법제도 및 불법행동

K4 Legal Procedure, the Legal
System and Illegal Behavior

L 산업조직
L0 일

L Industrial Organization
반

7

L0 General

L1 시장구조, 기업전략 및 시장성과

L1 Market Structure, Firm Strategy,

L2 기업목표, 조직 및 행동

L2 Firm Objectives, Organization,

L3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L3 Nonprofit Organizations and

L4 반독점정책

L4 Antitrust Policy

L5 규제 및 산업정책

L5 Regulation and Industrial Policy

L6 산업연구: 제조업

L6 Industry Studies: Manufacturing

L7 산업연구: 1차산업 및 건설업

L7 Industry Studies: Primary

and Market Performance
and Behavior
Public Enterprise

Products and Construction
L8 산업연구: 서비스업

L8 Industry Studies: Services

L9 산업연구: 공공시설 및 운수

L9 Industry Studies: Utilities and
Transportation

8 分 類 表

M 기업경영 및 기업경제학: 마케팅:
회계학
M0 일

반

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Business Economics; Marketing;
Accounting
M0 General

M1 기업경영

M1 Business Administration

M2 기업경제학

M2 Business Economics

M3 마케팅

M3 Marketing

M4 회계학

M4 Accounting

N 경 제 사
N0 일

N Economic History
반

N1 거시경제학: 성장 및 변동

N0 General
N1 Macroeconomics: Growth and
Fluctuations

N2 금융시장 및 제도

N2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N3 노동, 인구, 교육, 소득 및 부

N3 Labor, Demography, Education,
Income and Wealth

N4 정부, 법 및 규제

N4 Government, Law, and Regulation

N5 농업, 자연자원, 채취산업

N5 Agriculture, Natural Resources,

N6 제조업 및 건설업

N6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N7 운송, 무역, 에너지 및 기타 서비스

N7 Transport, Trade, Energy, and

and Extractive Industries

Other Services

O 경제발전, 기술변화 및 성장
O0 일

반

O Economic Development, Technical
Change, and Growth
O0 General

O1 경제발전

O1 Economic Development

O2 발전계획 및 정책

O2 Development Planning and Policy

O3 기술변화

O3 Technological Change

O4 경제성장 및 집계적 생산성

O4 Economic Growth and Aggregate
Productivity

O5 국가별 경제연구

O5 Economywide Country Studies

分 類 表

P 경제체제
P0 일

9

P Economic Systems
반

P0 General

P1 자본주의체제

P1 Capitalist Systems

P2 사회주의체제

P2 Socialist Systems

P3 사회주의적 제도

P3 Socialist Institutions

P4 기타 경제체제

P4 Other Economic Systems

P5 비교경제체제

P5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P6 남북한 경제교류

P6 Economic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Q 농업 및 자원경제학

Q Agricultural and Natural Resource
Economics

Q0 일

반

Q0 General

Q1 농

업

Q1 Agriculture

Q2 재생가능 자원 및 보존: 환경관리

Q2 Renewable Resources and Conservation: Environmental
Management

Q3 재생불가능 자원 및 보존

Q3 Nonrenewable Resources and
Conservation

Q4 에 너 지

R 도시, 농촌, 지역경제학
R0 일

반

Q4 Energy

R Urban, Rural, and Regional
Economics
R0 General

R1 일반 공간경제학

R1 General Spatial Economics

R2 가계분석

R2 Household Analysis

R3 생산분석 및 기업입지

R3 Production Analysis and Firm

R4 교통체제

R4 Transportation Systems

R5 지역정부 분석

R5 Regional Government Analysis

Location

Z 기타 특정 주제
Z0 일

반

Z1 문학경제학

Z Other Special Topics
Z0 General
Z1 Cultural Economics

Ⅰ. 著

書

판 두남, 1999.

A 일반 경제학 및 경제학 교육

백광일․윤영관, ꡔ동아시아 : 위기의 정
A0 일

반

치경제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강기춘, ꡔ경제학의 교훈ꡕ, 자유기업센터,

오수열․이계만, ꡔ동북아 정치경제 협력

1999.

론ꡕ, 조선대학교 출판부, 1999.

강명세, ꡔ경제위기와 사회협약ꡕ, 세종연

옥한석, ꡔ세계화시대의 세계지리 읽기 :

구소, 1999.

자유시장경제는 세계지리를 얼마나

김성환 외, ꡔ현대경제의 이해ꡕ, 두남, 1999.
오성동 외, ꡔ세계화와 현대경제ꡕ, 두남,
1999.

변화시킬까ꡕ, 한울, 1999.
이남구, ꡔ세계지역경제ꡕ, 무역경영사, 1999.
이상호․김영남, ꡔ세계경제의 이해ꡕ, 선

주명건, ꡔ글로벌 경제와 뉴아시아ꡕ, 세종
연구원, 1999.

학사, 1999.
이재유, ꡔ대중화경제권과 21세기 아태경

한상엽, ꡔ지구화시대의 정치경제ꡕ, 중명, 1999.

제ꡕ,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F1 무

B 방법론 및 경제사상

역

강인수 외, ꡔ국제통상론ꡕ, 박영사, 1999.
B0 일

반

김규창, ꡔ경제와 무역ꡕ, 대구 효성가톨릭

류동민, ꡔ정치경제학ꡕ, 충남대학교 출판
부, 1999. 11.

대학교 출판부, 1999.
최병선, ꡔ무역정치경제론ꡕ, 박영사, 1999.

박상수, ꡔ경제학방법론ꡕ, 제주대학교 출
판부, 1999.

F3 국제금융

서진수, ꡔ고전경제학파 연구ꡕ, 강남대학교

정현식․김기홍․차명준, ꡔ국제금융론 : 개

출판부, 1999. 2.

방거시경제와 국제금융시장ꡕ, 해남, 1999.

전도일, ꡔ경제이론 발달사ꡕ, 교우사, 1999.

G 재무경제학
F. 국제경제학
G2 금융기간 및 금융서비스
F0 일

반

정운찬, ꡔ예금보험론ꡕ, 서울대학교 출판

박유영 외, ꡔ세계화와 현대경제ꡕ, 도서출
- 11 -

부, 1999.

12 O 경제발전, 기술변화 및 성장
공정경쟁과

H 재정학/공공경제학

규제정책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H0 일

반

김성순, ꡔ공공경제론ꡕ, 지샘, 1999.
백 린, ꡔ재무행정론ꡕ, 서을프레스, 1999.

M 기업경영 및 기업경제학: 마케팅:
회계학

J 노동 및 인구경제학

M1 기업경영
윤현덕 외, ꡔ물류관리론ꡕ, 법영사, 1999.

J0 일

반

김동규, ꡔ직업과 경제ꡕ, 지원사, 1999.

N 경 제 사

김장호, ꡔ한국노동경제론 1 : 새로운 생
산방식과 고용ꡕ, 한길사, 1999.

N0 일

김장호, ꡔ한국노동경제론 2 : 새로운 노
사관계와 보상제도ꡕ, 한길사, 1999.

반

김광수, ꡔ역사로 본 동유럽의 정치와 경
제ꡕ, 두남, 1999.

배무기․조우현, ꡔ한국의 노동경제 : 쟁
점과 전망ꡕ, 경문사, 1999.

N1 거시경제학: 성장 및 변동

배진한, ꡔ한국의 노동경제 : 쟁점과전망ꡕ,
경문사, 1999. 4.

김낙년 외, ꡔ1960년대 한국의 공업화와
경제구조ꡕ, 백산서당, 1999.

J5 노사관계, 노동조합 및 단체협상

O 경제발전, 기술변화 및 성장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경제신문사 공편,
ꡔ21세기 신노사문화의 방향과 실천
과제ꡕ, 한국노동경제학회, 1999.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편저, ꡔ경제위기
와 노동운동ꡕ, 현장에서 미래를, 1999.

K 법경제학

O0 일

반

김신행, ꡔ경제성장론ꡕ, 경문사, 1999.
정동현․조준현, ꡔ동아시아 경제발전론ꡕ,
세종출판사, 1999.
O5 국가별 경제연구
김대환․김

K0 일

반

전정기․이성형․이우석,

균, ꡔ한국 재벌개혁론：재벌

을 바로잡아야 경제가 산다ꡕ, 나남출
ꡔ법과

경제생

활ꡕ,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9.

판, 1999.
변형윤 외, 『IMF관리 후 한국의 경제정
책 : 평가와 과제』, 새날, 1999.

K3 법의 실제적인 기타 영역
강이수, ꡔ국제거래분쟁론ꡕ, 삼영사, 1999.

신장섭, ꡔ한국경제 제3의 길：세계화와
금융위기 속의 생존전략ꡕ, 중앙M＆
B, 1999.

L 산업조직

심상필․김진욱, ꡔ프랑스 경제ꡕ, 홍익대

L5 규제 및 산업정책

유광호 외, ꡔ한국 제 1․2공화국의 경제

학교 출판부, 1999.
이명호․전영섭․조 신, ꡔ정보통신산업의

정책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P 경제체제 13

유광호 외, ꡔ한국 제 3공화국의 경제정
책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임반석, ꡔ중국경제：두 가지 기적과 딜레
마ꡕ, 해남, 1999.

안석교, ꡔ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기업
의 지배구조ꡕ, 국제무역경영연구원,
1999.
이강두, ꡔ거꾸로 가는 시장경제와 민주주

임종철, ꡔ한국경제 연구ꡕ, 서울대학교 출
판부, 1999.

의ꡕ, 다솔원, 1999.
이근식, ꡔ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ꡕ, 한길

장원석, ꡔ북한의 농림 축․수산업：광개

사, 1999.

토농정을 위하여ꡕ, 문음사, 1999.
전승수․채창균, ꡔ금융위기와 한국경제ꡕ,
을유문화사, 1999.
정영화, ꡔ평화통일과 경제헌법：북한주민

P2 사회주의체제
오일환․정순원, ꡔ김정일 시대의 북한 정
치경제ꡕ, 을유문화사, 1999.

의 재산권형성 방안ꡕ, 법원사, 1999.
정재호, ꡔ중국의 중앙-지방관계론：분권화
개혁의 정치경제ꡕ, 나남출판, 1999.
좌승희,

ꡔ진화론적

재벌론：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ꡕ, 비봉출판사,
1999.

P5 비교경제체제
박광작 외, ꡔ동서독 경제통합과 통일경제
의 발전 : 통일의 저력, 독일 반세기
의 역동성ꡕ, 백산문화, 1999.
이성형, ꡔ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라

중국학회, ꡔ중국：체제개혁의 정치경제ꡕ,
21세기 북스, 1999.

P 경제체제

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ꡕ, 한길사,
1999.
P6 남북한 경제교류
북한경제포럼, ꡔ남북한 경제통합론ꡕ, 오

P0 일

반

름, 1999.

박광서 외, ꡔ세계화와 현대경제ꡕ, 두남, 1999.
송태복, ꡔ시장과 경제ꡕ, 한남대학교 출판

Q 농업 및 자원경제학

부, 1999.
윤영관, ꡔ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좌,
우 그리고 집중구조를 넘어서ꡕ, 신호
서적, 1999.

Q1 농

업

김종무, ꡔ국제농업정책론 : 유럽연합,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 및 동
구유럽의

P1 자본주의체제
김상호 외, ꡔ사회적 시장경제：독일의 경
험과 한국에 주는 교훈ꡕ, 세계문화

농업정책ꡕ,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9.
문팔용․홍서인, ꡔ현대농업경제학ꡕ, 선진문
화사, 1999.5.

사, 1999.
김적교․김상호, ꡔ독일의 사회적 시장경
제：이념, 제도 및 정책ꡕ, 한국경제
연구원, 1999.
김종민․이경태, ꡔMillenium bug와 자본
주의 경제위기ꡕ, 범론사, 1999.

Q2 재생가능자원 및 보존: 한경관리
문석웅 외, ꡔ환경정책론ꡕ, 한국환경정책
학회, 1999, 1-965쪽.
신영철, ꡔ환경문제의 경제학적 이해ꡕ, 대
진대학교 출판부, 1999.

14 Z 기타 특정 주제

R 도시, 농촌, 지역경제학

허수열, ꡔ정보통신 혁명과 사회변화ꡕ, 민

R0 일

허재윤, ꡔ환경윤리, 경제윤리 그리고 생

음사, 1999. 1.
반

김경환․서승환, ꡔ도시경제ꡕ, 홍문사, 1999.

명윤리 : 그 세계관적 전망과 제3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ꡔ지역경제론ꡕ, 보

선택의 가능성ꡕ, 영남대학교 출판부,

성각, 1999.

1999.

이래영, ꡔ부동산 경제론ꡕ, 지샘, 1999.
홍기용, ꡔ지역경제론ꡕ, 박영사, 1999.

Z1 문학경제학
김은희․함한희․윤택림, ꡔ문화에 발목잡

R1 일반 공간경제학

힌 한국경제 : 경제위기에 대한 문화

박삼옥, ꡔ현대경제지리학ꡕ, 아르케, 1999.

적 분석ꡕ, 현민, 1999.

Z 기타 특정 주제
Z0 일

반

이윤재 외, ꡔ신앙과 학문ꡕ, 숭실대학교 출
판부, 1999

Ⅱ. 譯

書

명ꡕ, 동인, 1999.

A 일반 경제학 및 경제학 교육
A0 일

반

K 법경제학

구영훈(돈부쉬 저), ꡔ세계경제 : 도전과
전망ꡕ, 세계경제연구원, 1999.

K2 규제 및 회사법

박영철(벤저민 J. 코헨 저), ꡔ화폐와 권력

이문지(프랭크 H. 이스터브룩․다니엘 R.

: 다시 그리는 세계경제지도ꡕ, 시유

피셀 공저), ꡔ회사법의 경제학적구

시, 1999.

조ꡕ, 자유기업센터, 1999.

유영학(메릴 S. 그린들․존 W. 토마스
공저), ꡔ개혁의 정치경제ꡕ, 경희대학

N 경 제 사

교 출판국, 1999.
주명건(폴 크루그먼 저), ꡔ폴 크루그먼의
불황경제학 : 세계경제위기 분석과

N0 일

반

나종일 외 역(이매뉴얼 월러스틴 저),
ꡔ근대세계체제ꡕ, 까치글방, 1999.

경고ꡕ, 세종서적, 1999.

최생열(조르주 뒤비 저), ꡔ전사와 농민 :
유럽경제의 초기 성장 : 7-12세기ꡕ,

D 미시경제학

동문선, 1999.
D0 일

반

박순성․강신욱(아마티아 센 저), ꡔ윤리

O 경제발전, 기술변화 및 성장

학과 경제학ꡕ, 한울, 1999.
이상호․이덕재(아마티아 센 저), ꡔ불평

O5 국가별 경제연구
최완규(Susan L. Shirk 저), ꡔ중국경제개

등의 재검토ꡕ, 한울, 1999.

혁의 정치적 논리ꡕ, 경남대학교 출판
부, 1999.

E 거시경제학 및 화폐경제학
E6 재정의 거시경제적 측면, 거시경제정

P 경제체제

책, 일반적 조망
김정완․조윤기(그래함 K. 쇼 저), ꡔ뉴케
인즈 경제정책 : 영원한 케인즈 혁

P0 일

반

정한용(루트비히 폰 미제스 저 ; 베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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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Z 기타즉정 주제
비앙 그리브스 편), ꡔ개입주의 : 경제
적 분석ꡕ, 해남, 1999.

박 동․이종선(아담 쉐보르스키 저), ꡔ자
본주의사회의 국가와 경제ꡕ, 일신사,
1999.

P1 자본주의 체제
강승호(레스터 C. 써로우 저), ꡔ경제탐험

Z 기타 특정 주제

: 미래에 대한 지침 : 자본주의를 넘
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ꡕ, 이진출

Z0 일

판사, 1999.

이기문(Michael J. Wolf 저), ꡔ오락의 경

김동헌(로버트 J. 바로 저), ꡔ자유시장경
제를 위한 바른 길 : 자유사회에서의
시장과 선택ꡕ, 자유기업센터, 1999.

반

제ꡕ, 리치북스, 1999.

Ⅲ. 論

文

차철호, “경제정책 목표설정의 객관성 논

A 일반 경제학 및 경제학 교육

쟁”, ꡔ경제논문집ꡕ 제13호, 중앙대학
A0 일

교 경제연구소, 1999. 10, 1-9쪽.

반

오성동,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경제의 대

B 방법론 및 경제사상사

응”, ꡔ지역발전연구ꡕ 제13집, 조선대
학교 지역발전연구원, 1999, 1-20쪽.

B0 일

반

이번송,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

김병곤, “신자유주의 국가론의 이념적 정

ꡔ비교경제연구ꡕ 제7권 제1호, 비교경

체성과 정치철학적 기원”, ꡔ사회경제

제학회, 1999, 1-52쪽.

평론ꡕ 제13호, 한국사회경제학회, 1999.
10, 93-116쪽.

A1 일반 경제학
김대래,

“경제백서에

김적교, “시장경제의 윤리적 기초”, ꡔ국제
나타난

경제연구ꡕ 제5권 제2호, 한국국제경

「구조조

정」용어의 검토(1981-1995)”, ꡔ경제
학논집ꡕ 제8권 제2호, 한국국민경제

제학회, 1999, 127-138쪽.
류동민, “노동가치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학회, 1999. 12, 271-293쪽.

세가지 명제”, ꡔ경제학연구ꡕ 제47권 제

박도영, “자유주의의 동요와 신자유주의”,

1호, 한국경제학회, 1999. 3, 307-322쪽.

ꡔ사회경제평론ꡕ 제12호, 한국사회경

양창삼, “공맹사상과 유교자본주의”, ꡔ경

제학회, 1999. 4, 15-40쪽.

영사학ꡕ 제20집, 한국경영사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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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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ꡔ경제학의 역사와 사상ꡕ 제2집, 한국
경제학사학회 1999, 165-190쪽.
양홍석, “국제무역이론의 기원 : 스미스,

학사학회, 1999, 11-39쪽.
김광수, “맨더빌(Bernard Mandeville)의
경제․사회분석과 자연관에 대한 연
구”, ꡔ경제학연구ꡕ 제47집 제2호, 한

리카도 및 스튜어트 이론의 비교”,

국경제학회, 1999. 6, 165-187쪽.

ꡔ경제학의 역사와 사상ꡕ 제2호, 한국

김정완, “레이거노믹스의 정책적 논리와

경제학사학회, 1999, 191-211쪽.

귀결”,

ꡔ경제사회정책연구ꡕ

제1집,

이재율, “리카도지대론 연구”, ꡔ국제경제

대진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 1999. 2.

연구ꡕ 제5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학

민경국, “자유주의의 구성원리에 관한 하

회, 1999, 139-158쪽.
홍기현, “19세기말 미국에서의 제도학파

이에크의 사상”, ꡔ경상논집ꡕ 제19집,
한독경상학회, 1999, 125-155쪽.

와 신고전학파간의 방법논쟁”, ꡔ경제

박상수, “하이에크의 자유, 민주주의 및

학의 역사와 사상ꡕ 제2호, 한국경제

윤리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 ꡔ경제

학사학회, 1999, 73-96쪽.

개발연구ꡕ 제1권, 제주경제개발연구
소, 1999, 213-232쪽.

B2 1925년 이후 경제사상사
민경국 “제도경제학 : 오이켄의 질서이론과
코-즈의 제도주의”, ꡔ산업과 경제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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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선, “J.S. Mill의 이윤 및 임금이론에

쪽

관한 약간의 재해석”, ꡔ경영․경제연

김태균․한상열․최 관, “가상가치평가에서

구ꡕ 제18권 제1호, 부산대학교 경

가설적 편의 감소를 위한 조사 설

영․경제연구소, 1999. 12, 249-270쪽.

계”, ꡔ농업경제연구ꡕ 제40집 제1권,

Kim, Jong-Hwa, “A Study on Keynes's
Economics

with

respect

to

His

한국농업경제학회, 1999. 8, 167-182
쪽.

Moral Philosophy”, ꡔ경제학논집ꡕ 제

윤가원, “구조변화를 고려한 공적분 : 미

8권 제2호, 한국국민경제학회, 1999.

국물가 및 임금에의 응용”, ꡔ부산상

12, 397-416쪽.

대논집ꡕ 제70집, 부산대학교 상과대
학, 1999. 6, 385-402쪽.

B4 경제학 방법론
류동민, “노동가치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C1 계량경제학적방법: 단일방정식모형

세가지 명제”, ꡔ경제학연구ꡕ 제47집

안병철,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소비함수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9. 3, 307-

분석”, ꡔ한국경상논총ꡕ 제17권 제1

322쪽.

호, 한국경상학회, 1999. 6, 73-88쪽.

류동민, “전형문제의 최근 해법에 대한

정기호, “투입계수 추정을 위한 RAS방법

검토”, ꡔ경제학연구ꡕ 제47집 제3호 ,

의 확장”, ꡔ계량경제학보ꡕ, 경북대학

한국경제학회, 1999. 9, 383-396쪽.

교, 1999.

박만섭,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 스라피

정기호, “환경재의 가치평가를 위한 준모

안이 읽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자본

수추정법”, ꡔ공공경제ꡕ, 경북대학교,

이해”, ꡔ경제학의 역사와 사상ꡕ 제2

1998.

호, 한국경제학사학회, 1999, 97-129
쪽.

C2 계량경제학적 방법: 다중/연립방정식

조원희, “거래비용경제학의 방법론 및 기

이한식,

“An Introduction to the Log

본개념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비판”,

Random Walk Parameter Model”,

ꡔ경제학의 역사와 사상ꡕ 제2호, 한국

ꡔ서강경제논집ꡕ 제28집 제1호, 서강

경제학사학회, 1999, 240-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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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논문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연구논문집』
산업경영연구소: ꡔ경영경제ꡕ
대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논문집』
대진대학교:『대진논총』
동국대학교:『동국논총』
경영대학원:『경영논총』
경제경영연구원:『경제경영논총』
동덕여자대학교 산업연구소:『산업연구』
동아대학교:『동아논총』
경영대학:『경영연구』
경영문제연구소:『경영논총』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논집』
동의대학교:『동의논집』
산업경영연구소:『경제논집』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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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현대사상연구소:『현대사상연구』
사회과학연구소: ꡔ사회과학연구ꡕ
목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
임해지역개발연구소:『임해지역개발연구』
복지사회연구소: ꡔ복지사회연구ꡕ
자연자원연구소: ꡔ자연자원연구ꡕ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ꡔ사회과학연구ꡕ
부산경상전문대학:『대학발전연구』
부산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ꡔ경제경영연구ꡕ
부산여자대학교: ꡔ논문집ꡕ
사회과학연구소: ꡔ사회과학연구ꡕ
삼척산업대학교:『논문집』
상명대학교 경제정책연구소:『경제정책연구』
상주산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연구논총』
상지대학교: ꡔ논문집ꡕ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논총』
산업경영연구소: ꡔ산업경영ꡕ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서강경제논집』
서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산업경영연구』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경제논집』
미국학연구소:『미국학』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논총』
선문대학교: ꡔ사회과학논집ꡕ
성결대학교: ꡔ논문집ꡕ
사회과학연구소: ꡔ사회과학연구ꡕ
성균관대학교 한국산업연구소:『한국경제』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논총』
성심외국어전문대학 산학협동연구소:『산학연구』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인문사회과학연구』
세종대학교 항공우주연구소: ꡔ항공산업연구ꡕ
수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ꡔ사회과학논집ꡕ
숙명여자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경제경영논집』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
숭실대학교 경영경제전략연구소:『숭실경영경제』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아주사회과학논총』
안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논총』
안양대학교:『논문집』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
복지행정연구소: ꡔ복지행정연구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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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매지논총』
경제연구소:『연세경제연구』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대학원논총』
사회과학연구소:『사회과학연구』
산경연구소:『산경연구』
통일문제연구소:『통일문제연구』
용인대학교:『논문집』
산업경영연구소: ꡔ산업경영논총ꡕ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ꡔ인문사회과학연구ꡕ
우석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ꡔ인문사회과학논총ꡕ
울산대학교:『사회과학논집』
원광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경영경제연구』
육군사관학교: ꡔ육사논문집ꡕ
육군제3사관학교:『논문집』
이화여자대학교:『상경논집』
경영연구소:『경상논총』
인제대학교:『인제논총』
인문사회과학연구소:『인제사회과학논총』
인천대학교 산업연구소:『산업논총』
인하대학교 경영연구소:『경영논총』
산업경제연구소: ꡔ경상논집ꡕ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논총』
지역개발연구소:『지역개발연구』
전북대학교:『논문집』
산업경제연구소:『논문집』
지방자치연구소:『지방자치연구』
전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산경논총』
지역개발연구소:『지역개발논총』
제주대학교 관광사업연구소:『산경논집』
지역사회발전연구소:『사회발전연구』
조선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ꡔ경영경제연구ꡕ
중부대학교: ꡔ논문집ꡕ
중앙대학교 경제연구소:『경제논문집』
진주산업대학교:『논문집』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산업경영연구』
초당대학교:『초당대 논문집』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경제논집』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ꡔ사회과학연구ꡕ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ꡔ사회과학연구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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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논문집』
한국외국어대학교:『경제경영연구』, ꡔ한국경영연구ꡕ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산업정책연구소:『항공산업정책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소:『지역사회개발논총』
한국해양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인문사회과학논총』
한남대학교 경제 및 국제지역연구소: ꡔ경제연구ꡕ
한성대학교: ꡔ논문집ꡕ
동아시아연구소: ꡔ동아시아경제연구ꡕ
한신대학교 경제과학연구소: ꡔ한신경제과학ꡕ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ꡔ경제연구ꡕ
서해경제연구소:『서해경제연구』
해군대학:『해양전략』
호원대학교: ꡔ전북산업대논문집ꡕ
산업경영연구소: ꡔ산업경영연구ꡕ
홍익대학교 경제연구소:『경제연구』
세종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학회: Journal of Economic Review
연세대학교 동서연구소: Global Economic Review
중앙대학교 경제연구소: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한양대학교 아태경제학회: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 Seoul Journal of Economics

2. 學 會
경제사학회: ꡔ경제사학ꡕ
기술경영경제학회: ꡔ기술혁신연구ꡕ
대한경영학회:『대한경영학회지』
대한교통학회:『대한교통학회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국토계획』
정보통신정책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
재무학회: ꡔ재무연구ꡕ
한국경상학회:『경상논총』
한국경영사학회:『경영사학』
한국경제발전학회:『경제발전연구』
한국경제학사학회: ꡔ경제학의 역사와 사상ꡕ
한국경제학회:『경제학연구』
한국계량경제학회:『계량경제학보』
한국공간환경학회:『공간과 사회』
한국공공경제학회: ꡔ공공경제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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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경제학회:『경제학논집』
한국국제상학회:『국제상학』
한국국제통상학회: ꡔ국제통상연구ꡕ
한국금융학회: ꡔ금융학회지ꡕ
한국노동경제학회:『노동경제논집』
한국노사관계학회: ꡔ산업관계연구ꡕ
한국농업경제학회: ꡔ농업경제연구ꡕ
한국농업정책학회:『농업정책연구』
한국동남경제학회: ꡔ경제학논집ꡕ
한국동북아경제학회:『동북아경제연구』
한국동서경제학회:『한국동서경제연구』
한국무역학회:『무역학회지』
한국보건경제학회:『보건경제연구』
한국비교경제학회:『비교경제연구』
한국사회경제학회:『사회경제평론』, ꡔ연구논문집』
한국산림경제학회:『산림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ꡔ산업경제연구ꡕ
한국산업조직학회:『산업조직연구』
한국생산성학회:『생산성논집』
한국유럽학회:『유럽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ꡔ인사․조직연구ꡕ
한국자원경제학회:『자원경제학회지』
한국재정학회:『재정논집』
한국전문가시스템학회:『전문가시스템학회지』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ꡔ전문경영인연구ꡕ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 ꡔ정보학연구ꡕ
한국주택학회: ꡔ주택연구ꡕ
한국중동학회:『한국중동학회논총』
한국중소기업학회:『한국중소기업학회지』
한국증권학회:『증권학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지방재정연구』
한국지역사회학회: ꡔ지역사회연구ꡕ
한국질서경제학회:『질서경제저널』
한국항공우주법학회:『항공우주법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환경경제학회: ꡔ환경경제연구ꡕ
한독경상학회:『경상논총』
한동경제학회:『한동경제연구』
한일경상학회: ꡔ한일경상논집ꡕ

收錄學術誌名 一覽 117

한국EU학회:『EU학연구』
The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The Korea Productivity Association: The Journal of Productivity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The Korean Economic Review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3. 硏 究 所
대외경제정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
민족통일연구원:『통일연구논총』
산업연구원:『산업연구』
통계청:『통계분석연구』
한국개발연구원:『KDI정책연구』
국민경제교육연구소:『경제교육ꡕ
한국경제연구원:『규제연구』
한국금융연구원: ꡔ한국경제의 분석ꡕ
한국노동연구원:『노동동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경제』
한국사회경제연구소:『사회경제연구』
한국사회정책연구원:『사회정책논총』
한국생산성본부:『생산성 리뷰』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경제분석』
한국조세연구원:『재정금융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4. 其 他
대한주택공사:『주택』
Korea Foundation: Korea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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