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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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집은 2003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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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집과 제8집에서 누락된 2001년도와 2002
년도 논문도 추가로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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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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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같은 분류기호 안에서 국문저술, 외국저술 순으로, 저자명은 가나다(또는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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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경제학

Z Other Special Topics
Z0 General
Z1 Cultural Economics

Ⅰ. 著

書

2003. 7.

A 일반 경제학 및 경제학 교육

안홍식, ꡔ경제학원론ꡕ, 삼영사, 2003. 8
A0 일

이정용, ꡔ경제학의 이해ꡕ, 교우사, 2003.

반

1.

김대래․김상권․장지용․조준현 외 1명,
ꡔ생활경제이야기ꡕ,

신지서원,

2003.

이한구, ꡔ경제학원론ꡕ, 대명출판사, 2003.
3.

2.
박광서․박유영․오성동․김희중,

ꡔ생활

장경채, ꡔ최신경제학의 이해ꡕ, 무역경영
사, 2003. 2.

속의 경제원리ꡕ, 삼영사, 2003. 2.
이청무, ꡔ신경제용어사전2004ꡕ, 더난출판

정갑영, ꡔ경제에세이 : 나무뒤에 숨은 사
람ꡕ, ㈜영진닷컴, 2003.

사, 2003. 11.
최정표, ꡔ생활속의 경제ꡕ, 형설출판사, 2003.

정갑영, ꡔ정갑영의 시장경제 이야기: 풍
요를 위한 선택-ebookꡕ, 대한상공회

1.

의소, 2003.
조 순․정운찬․전성인,

A1 일반 경제학
김대식․노영기․안국신,

ꡔ경제학원론ꡕ,

율곡출판사, 2003. 3.

ꡔ현대경제학원

조현수, ꡔ경제의 기초이론과 실제ꡕ, 청목

론ꡕ, 박영사, 2003. 2.

출판사, 2003. 2.

김덕중․성태경, ꡔ경제학의 이해ꡕ, 법문

최 광, ꡔ경제원리와 정책ꡕ, 비봉출판사,

사, 2003. 12.

2003. 3.

김호범․강세훈․권기철․김대래 외 9명,
ꡔ한국경제론ꡕ, 법문사, 2003.
김호범․김영재․이대식,

ꡔ지역산업발전

B 방법론 및 경제사상사

과 연계한 지역대학발전 방향과 정
책과제ꡕ, 부산대학교 동북아지역혁신

B0 일 반

센터, 2003.

김대래․조준현․최성일,

ꡔ현대자본주의

론ꡕ, 신지서원, 2003. 3.

배진영, ꡔ경제질서의 이론과 정책ꡕ, 비봉

민경국, ꡔ자유주의와 시장경제ꡕ, 위즈비

출판사, 2003. 2.

즈, 2003. 11.

백주현․주지호, ꡔ베이직경제학ꡕ, 무역경

박상수, ꡔ경제철학ꡕ, 제주대학교 출판부,

영사, 2003. 8.
심경섭․최길현, ꡔ신경제학원론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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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8.

12 F 국제경제학
안청시․정진영,

ꡔ현대정치경제학의주요

E 거시경제학 및 화폐경제학

이론가들ꡕ, 아카넷, 2003. 2.
홍덕기, ꡔ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사상ꡕ,

E0 일 반
김동원․김기화, ꡔ화폐금융과 경제활동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1.

다산출판사, 2003. 2.
B1 1925년까지 경제사상사

김시담, ꡔ통화금융론ꡕ, 박영사, 2003. 5.

송태복, ꡔ자본론 발췌 해석ꡕ, 한남대학교

김효명, ꡔ경제정책의 이해ꡕ, 박영사, 2003.
9.

출판부, 2003. 9.

노상채, ꡔ화폐금융론ꡕ, 박영사, 2003. 8.
심경섭, ꡔ화폐와 금융 - 이론과 정책ꡕ,

B3 경제사상: 개별사상가들
박순성, ꡔ아담 스미스와 자유주의ꡕ, 풀빛,

범한서적, 2003. 7.
정운찬, ꡔ거시경제론ꡕ, 한국방송통신대학

2003.
변형윤․정윤형, ꡔ경제석학의 생애와 사
상(상)ꡕ, 한국학술정보, 2003. 2.
변형윤․정윤형, ꡔ경제석학의 생애와 사
상(하)ꡕ, 한국학술정보, 2003. 2.

교출판부, 2003. 1.
정운찬․김영식, ꡔ거시경제론ꡕ, 율곡출판
사, 2003. 6.
조희영․김계인,

ꡔ금융제도론ꡕ,

민영사,

2003. 8.

C 수리적 및 수량적 방법
E3 가격, 경기변동 및 순환
C1 계량경제학 및 통계학적 방법: 일반
곽상경, ꡔ계량경제학ꡕ, 다산출판사, 2003.

이명재․남상호, ꡔ현대경제변동론ꡕ, 박영
사, 2003. 9.

3.
이종원, ꡔ경제․경영

통계학ꡕ,

박영사,

2003.
이필영, ꡔ이야기로 배우는 계량경제학ꡕ,

E4 화폐 및 이자율
정운찬, ꡔ화폐와 금융시장ꡕ, 율곡출판사,
2003. 3.

교우사, 2003. 8.
E5 화폐정책, 중앙은행 및 화폐와 신용

D 미시경제학

의 공급
오정근․김기화, ꡔ구조전환기의 한국 통

D0 일 반

화금융정책ꡕ, 다산출판사, 2003. 2.

신봉호, ꡔ미시경제학ꡕ, 박영사, 2003. 8.
이영환, ꡔ미시경제학ꡕ, 율곡출판사, 2003.

F 국제경제학

2.
F0 일 반
D1 가계행동 및 가족경제학
이승신․김기옥․김경자․심 영 외 1명,
ꡔ가계경제분석ꡕ, 신정, 2003. 3.

강인수․김태준․박태호․유재원 외 4인,
ꡔ국제경제학원론ꡕ, 박영사, 2003. 3.
김관호, ꡔ세계화와 글로벌경제ꡕ, 박영사,
2003. 9.
김인준․이영섭, ꡔ국제경제론ꡕ, 다산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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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003. 3.

G 재무경제학

박경명, ꡔ국제지역통합론ꡕ, 경진문화사,
G0 일 반

2003.
박진근, ꡔ미국증시 알아야 한국증시 이긴

한상범 외 공저, ꡔ디지털금융의 이해ꡕ,
한국금융연구원, 2003.

다ꡕ, 박영사, 2003.
안충영․이창재, ꡔ동북아 경제협력: 통합

G1 일반 금융시장

의 첫걸음ꡕ, 박영사, 2003. 12.
임양택, ꡔ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입규
제 제도에 관한 연구ꡕ, 한국무역협

이요섭․황의각, ꡔ금융시장과 금융상품ꡕ,
연암사, 2003.
정군오․이요섭, ꡔ금융시장의 이행ꡕ, 연

회, 2003.
조용득, ꡔ국제경제기구와 세계경제질서ꡕ,

암사 2003.

형설출판사, 2003. 9.
G2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강병호, ꡔ금융기관론ꡕ, 박영사, 2003. 3.

F1 무 역
안세영,

ꡔ글로벌

협상전략ꡕ,

박영사,

송지영, ꡔ금융기관론ꡕ, 창민사, 2003. 3.

2003. 9.
G3 기업 재무관리 및 운영
김석진 외 2인, ꡔ경영의 이해ꡕ, 삼영사,

F3 국제금융
국제금융연구회,

ꡔ국제금융론ꡕ,

경문사,

2003.
윤성민 외, ꡔ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

2003. 3.
신상기, ꡔ국제금융시장ꡕ, 무역경영사, 2003.

조ꡕ, 백산서당, 2002.

3.
안홍식, ꡔ국제금융론ꡕ, 삼영사, 2003. 5.

H 재정학/공공경제학

차철호․이종철, ꡔ국제금융론ꡕ, 형설출판
H0 일 반

사, 2003. 2.

우명동, ꡔ재정학방법론과 재정론ꡕ, 도서
F4 국제무역 및 금융의 거시경제적 측면
박희종․전형구, ꡔ국제통상정책론ꡕ, 두남,

이정만,

ꡔ재정조정의

일반이론ꡕ,

두남,

2003. 9.

2003. 5.
Kwack,

출판 해남, 2002. 2.

Sung

Yeung․Ahn,

Choong

Yong․Lee, Young-Sun, ꡔMonetary

H2 조세 및 보조금

Cooperation in East Asia: Exch-

오 윤, ꡔ금융거래와 조세ꡕ, 한국재정경

ange Rate, Monetary Policy, and
Fiancial

Market

Issuesꡕ,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제연구소, 2003. 1.
우명동, ꡔ조세론ꡕ, 도서출판 해남, 2002.
8.

Policy, June 2003.
H7 지방정부 및 정부간 관계
우명동,

ꡔ지방재정론ꡕ,

2001. 2.

도서출판

해남,

14 N 경제사
L6 산업연구: 제조업

J 노동 및 인구경제학

임양택, ꡔ한국 제조업의 신뢰성 향상을
J0 일 반

위한 기술 로드맵에 관한 연구ꡕ, 한

황건하․이상엽, ꡔ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

양대학교 신뢰성분석연구센터, 2003.

론ꡕ, 형설출판사, 2003. 5.
J2 시간배분, 노동행위, 고용결정

M 기업경영 및 기업경제학: 마케팅:
회계학

윤성민 외, ꡔ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 - 실업자재취업훈련 평

M1 기업경영

가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박희종․이종훈․김현희․권태희 외 6명,
ꡔ기업의 지식경영 인프라 구축에 관

J4 특정 노동시장

한 기초연구ꡕ, 명지대학교 금융지식

김준영, ꡔ한국의 여성노동경제ꡕ, 도서출

연구소, 2003. 8.

판 해남, 2003. 2.
M2 기업경제학
J5 노사관계, 노동조합 및 단체협상

김상종, ꡔ관리경제학ꡕ, 삼영사, 2003. 8.

홍성우․강현아, ꡔ광주지역 노동운동 전

설성수․서상혁․송경모, ꡔ기업 및 기술

개과정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의 가치요인 분석ꡕ, 한남대학교출판

9.

부, 2003. 5.
설성수․이기호, ꡔ기업․기술의 가치평가
원칙 및 보고ꡕ, 한남대학교출판부,

K. 법경제학

2003. 5.
K0 일 반
박희종․김현희 편, ꡔ지식의 법적 제도적

N 경제사

접근ꡕ,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N0 일 반

2003. 1.

김낙년, ꡔ일제하 한국경제ꡕ, 도서출판 해
남, 2003. 7.

L 산업조직

김준호, ꡔ경제사ꡕ, 나남출판㈜, 2003. 9.
김호범․김대래․장지용․조준현 외 1명,

L0 일 반
강명헌, ꡔ기업구조조정의 현재와 미래ꡕ,

ꡔ한국경제사강의ꡕ, 신지서원, 2002.
서정익, ꡔ일본근대경제사ꡕ, 혜안, 2003. 8.

영진닷컴, 2003. 12.
이종원(공저), ꡔ한국경제의 산업조직ꡕ, 도

윤영자․최영순, ꡔ경제사개설ꡕ, 한국방송
통신대학교출판부, 2002. 1.

서출판 해남, 2003.
임양택, ꡔ우리나라 산업경쟁력과 유망산
업의 기술 로드 맵에 관한 연구ꡕ, 한

최영순, ꡔ경제사 오디세이ꡕ, 도서출판 부
키, 2002. 9.

양대학교 신뢰성분석연구센터, 2003.
최정표,

ꡔ산업조직경제학ꡕ,

2003. 2.

형설출판사,

N4 정부, 법 및 규제
이재은․장세진․강명헌․김수행 외 5명,

P 경제체제 15

ꡔ참여정부의 경제개혁 과제ꡕ, 한울,

2003.

2003.
O5 국가별 경제연구
N5 농업, 자연자원, 채취산업

김수행․안삼환․정병기․홍태영,

Yang, Donghyu, ꡔAntebellum Agricul-

ꡔ신자

유주의와 제3의 길: 영국, 독일, 프랑

ture and Other Essaysꡕ, Wisdom

스를 중심으로ꡕ, 서울대학교출판부,

Publishing Co., 2003.

2003.
윤여운, ꡔ키워드로 읽는 북한경제ꡕ, 비봉
출판사, 2003.

O 경제발전, 기술변화 및 성장

윤재희․강명구,
O0 일 반
김호범(공저),

ꡔ극동러시아의

경제ꡕ,

선학사, 2003. 3.
ꡔ지역산업발전과

연계한

지역대학발전 방향과 정책과제ꡕ, 부
산대학교 동북아지역혁신센터, 2003.
박정동, ꡔ개발경제론ꡕ,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3.

판사, 2003. 5.
이한상, ꡔ인도경제와 사회적 여건ꡕ, 다해,
2003. 8.
정명기, ꡔ동아시아 경제발전론ꡕ, 한남대

박태섭, ꡔ21세기 한국경제발전론ꡕ, 형설
출판사, 2003.6.
심경섭․한종수․이원형,

이근영, ꡔ한국사회와 경제정의ꡕ, 다산출

학교,출판부 2003. 5.
정영규, ꡔ동남아시아 경제의 이해ꡕ, 다해,

ꡔ경제발전론ꡕ,

법문사, 2003. 2.

2003. 2.
조준현, ꡔ중국의 경제발전과 21세기 발전
전략ꡕ,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7.

O1 경제발전

조준현․최성일, ꡔ일본의 경제와 통상ꡕ,

강정모․김창남․오용석 외 공저, ꡔ신동
북아 경제론ꡕ, FKI미디어, 2003.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6.
함정호, ꡔ한국경제의 선택ꡕ, 도서출판 해
남, 2003. 10.

O2 발전계획 및 정책
김성순, ꡔ대처정부의 경제개혁: 평가와

P 경제체제

교훈ꡕ, 지샘출판사, 2003. 12.
정갑영․정상화․김상준, ꡔ경제발전과 정
치환경의 한․일 비교분석ꡕ, 집문당,

P6 남북한 경제교류
박순성, ꡔ북한 경제와 한반도 통일ꡕ, 풀
빛, 2003.

2003.

심의섭․이요섭, ꡔ남북경협포커스ꡕ, 연암
사, 2003. 4.

O3 기술변화
김인철․김원규․김학수,

ꡔ연구개발투자

의 효율성분석ꡕ, 산업연구원, 2003.
김정홍, ꡔ기술혁신의 경제학ꡕ, 시그마프
레스, 2003. 3.
임채성․이 근․배용호, ꡔ21세기 산업구
조 변화와 과학기술정책ꡕ, 집문당,

이영선․이태정․정형곤, ꡔ대북투자, 어
디에 어떻게: 대북투자의 입지 및 업
종선정과 관리전략ꡕ, 도서출판 해남,
2003. 11.

16 Z 기타 특정 주제
R3 생산분석 및 기업입지

Q 농업 및 자원경제학

민경휘․김영수, ꡔ지역별 산업집적의 구
Q2 재생가능 자원 및 보존: 환경관리

조와 집적경제 분석ꡕ, 산업연구원,

권오상, ꡔ환경경제학ꡕ, 박영사, 2003. 2.

2003. 12.

R 도시, 농촌, 지역경제학

Z 기타 특정 주제

R0 일 반

Z0 일 반

지해명․민경휘․정준호, ꡔ지역발전 인센

박희종․이종훈 편, ꡔ지식의 창출, 향상,

티브구조와 효과분석ꡕ, 산업연구원,

적용적 접근ꡕ, 명지대학교 금융지식

2002. 12.

연구소, 2003. 1.

최낙필, ꡔ지방경제의 이해ꡕ, 박영사, 2003.
2.
홍기용․이동신․이성근․송태수,
경제학의 이해ꡕ, 박영사, 2002.

Z1 문화경제학
ꡔ지역

서정교, ꡔ문화경제학ꡕ, 한울출판사, 2003.
3.

Ⅱ. 譯

書

A 일반 경제학 및 경제학 교육

B 방법론 및 경제사상사

A0 일 반

B0 일 반

강신욱, (조지프 E. 스티글리츠 저), ꡔ시

신현호, (우에노 이타루 외 저), ꡔ세계사

장으로 가는 길ꡕ, 한울, 2003. 3.

를 지배한 경제학자 이야기ꡕ, 국일증

김지황, (러셀 로버츠 저), ꡔ보이지 않는

권경제연구소, 2003. 9.

마음: MIT 경제학ꡕ, 월드컴 M&C,
2003. 11.

B3 경제사상: 개별사상가들

김학희, (Joseph G. Bonnice 저), ꡔ학교에

김수행, (A. Smith 저), ꡔ국부론(상)ꡕ, 비

서 안 가르쳐 주는 경제이야기ꡕ, 시

봉출판사, 2003.

그마프레스, 2003. 9.
박혜수, (오시오 다카시 저), ꡔ청소년 경

D 미시경제학

제학 교실ꡕ, 이지북, 2003. 10.
형선호, (데이빗 스미스 저), ꡔ공짜점심
점심시간에 읽는 경제학ꡕ, 이지앤,

D0 일 반
박원규․강정모․이상규, (Pindyck, Robert
S.․Rubinfeld, Daniel L. 저), ꡔ미시

2003. 6.

경제학ꡕ, 시그마프레스, 2003.

형선호, (찰스 윌런 저), ꡔ벌거벗은 경제
학ꡕ, 황금가지, 2003. 7.

E 거시경제학 및 화폐경제학
A1 일반 경제학
김혜숙, (Nishimura Kazuo 저), ꡔ경제학
사고를 익히는 100가지 법칙ꡕ, 삼각

E0 일 반
이병락, (N. Gregory Mankiw 저), ꡔ거시
경제학ꡕ, 시그마프레스, 2003. 9.

형프레스, 2003. 12.
이영환․강태훈, (Boyes, Melvin 저), ꡔ경
제학의

기본원리ꡕ,

시그마프레스,

E5 화폐정책, 중앙은행 및 화폐와 신용
의 공급

2003. 9.

정운찬․김홍범, (앨런 S. 블라인더 저),
ꡔ중앙은행의 이론과 실제ꡕ, 율곡출판
사, 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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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국제경제학

N 경제사

F3 국제금융

N0 일 반

곽해선, (하마다 가즈유키 저), ꡔ세계의

양동휴․박복영․김영완, (디트마르 로터
문트 저), ꡔ대공황의 세계적 충격ꡕ,

통화전쟁ꡕ, 경영정신, 2003. 9.
서익진, (프랑수아 셰네 저), ꡔ자본의 세

예지사, 2003.

계화ꡕ, 한울, 2003. 1.

O 경제발전, 기술변화 및 성장
G 재무경제학
O5 국가별 경제연구
정안기, (나가시마오사무 저), ꡔ현대일본

G0 일 반
이강국, (로버트 쉴러 저), ꡔ이상과열: 거

경제의 이해ꡕ, 해남, 2003. 9.

품증시의 탄생과 몰락ꡕ, 매일경제신
문사, 2003. 1.
정지만․황해선․도은진,

Q 농업 및 자원경제학
(로버트

쉴러

저), ꡔ새로운 금융질서: 21세기의 리

Q0 일 반

스크ꡕ, 민미디어, 2003. 11.

유영성․강만옥, (Dresner, Simon 저),
ꡔ지속가능성의 원리ꡕ, 경기개발연구
원, 2003. 12.

H 재정학/공공경제학
H0 일 반
우명동․오병기, (Buchanan, James M.
and Musgrave, Richard A. 저), ꡔ국
가성격논쟁-재정론과

공공선택론-ꡕ,

해남, 2003. 12.

M 기업경영 및 기업경제학: 마케팅:
회계학
M2 기업경제학
정진필․김일태․유동국, (야나가와 노리
유키 저), ꡔ계약과 조직의 경제학ꡕ,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2.

Ⅲ. 論

文

A 일반 경제학 및 경제학 교육

갈등 증가와 대학생의 경제교육에

A0 일 반

한국경제교육학회, 2003. 6, pp.43-65.

관한 연구”, ꡔ경제교육연구ꡕ 제10호,
송치영, “설문조사에 나타난 국민의 경제

성효용, “합리적 선택을 위한 경제교육”,

의식”, ꡔ국민경제연구ꡕ 제26집, 국민

ꡔ경제교육연구ꡕ 제10호, 한국경제교

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pp.145-163.

육학회, 2003. 6, pp.1-17.
이만우․이미경, “경제학 강의자의 속성

A1 일반 경제학

이 효율적인 강의 지도에 미치는 영

Tcha, MoonJoong․Lee, Minsoo, “Bibli-

향”, ꡔ경제연구ꡕ 21권 4호, 한국국민경제

ometrics of Studies on the Korean

학회․한국경상학회, 2003, pp.19-43.

Economy and Business”, The Jou-

이윤호, “논쟁적 경제문제의 기본적 쟁점

rnal of the Korean Economy, Vol.

구조”, ꡔ시민교육연구ꡕ 제35권 제2호,

4, No. 1, Association of the Korean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3, pp.71-94.

Economic

Studies,

Spring

2003,

임해정․이은일,

pp.145-164.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변천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ꡔ사
회과학연구ꡕ 제2권 제2호, 한국사회

A2 경제학 교육

과학회, 2003. 2, pp.221-253.

김상규, “ꡔ논어ꡕ, ꡔ맹자ꡕ에 나타난 상생

최병모․김진영․조병철, “세계화,지식기

경제교육의 현대적 조명”, ꡔ경제교육연

반사회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제원리

구ꡕ 제10호, 한국경제교육학회, 2003.

의 탐색과 경제교육”, ꡔ경제교육연

6, pp.97-122.

구ꡕ 제10호, 한국경제교육학회, 2003.

김옥암․이우형,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의 경제학 교육”, ꡔ사회과학논총ꡕ 제
15집,

안동대학교

6, pp.67-95.
한진수, “예비 초등교사에 대한 무임승차

사회과학연구소,

실험”, ꡔ교육논총ꡕ 제22집, 경인교육대

2003. 12, pp.75-88.

학교 초등교육연구소, 2003, pp.181-

김진영, “교육열의 경제적 분석”, ꡔ경제교
육연구ꡕ 제10호, 한국경제교육학회,

201.
한진수, “한국 경제교육과 경제실험: 무

2003. 6, pp.123-148.

임승차자 문제 실험결과 분석”, ꡔ한

문승래, “해외충격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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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03.6 pp.115-139.

학과 맑스경제학의 재결합의 시도”,

B 방법론 및 경제사상사

표논문집ꡕ 새정치경제학연구팀, 2003,

ꡔ경제학 연구ㅣ새정치경제학연구팀 발
pp.87-104.
B0 일 반
강남훈,

“광장으로서의 인터넷-인터넷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ꡔ사회경제평

B1 1925년까지 경제사상사
김광수, “정치영역과 경제발전간의 상관

론ꡕ 제21호, 한국사회경제학회, 2003.

관계: 아담 스미스를 중심으로”, ꡔ경

10, pp.205-235.

제학연구ꡕ 제51집 제4호, 한국경제학

김광두, “미국의 자본주의이데올로기: 개
인중심주의로부터의 변화”, ꡔ서강경제

회, 2003, pp.191-221.
김무홍, “맑스의 인간관”, ꡔ논문집ꡕ 제35

논집ꡕ 제32집 2호, 서강대학교 경제학

집,

연구원/경제대학원, 2003. 10, pp.27-

pp.481-526.

4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3.

2,

박장환, “리카도 지대이론의 성격과 주요

박만섭, “경제학의 철학적 기초: 신고전

쟁점”, ꡔ경상논집ꡕ 제31권 제1호, 경

파 경제학 비판”, ꡔ철학과 현실ꡕ 제

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3. 8,

59권, 철학문화연구소, 2003, pp.141-

pp.83-94.

156.

서진수, “근대자연법학과 스미스의 [법학

송태복, “이시적 단일체계의 전형에 관한

강의]”, ꡔ사회과학논총ꡕ 제16집, 강남

관점”, ꡔ경영연구ꡕ 제20집, 한남대학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pp.73-

교 경영연구소, 2003. 8, pp.33-61.

94.

이병천, “개발국가론 딛고 넘어서기-역사

정이근, “맑스 자본주의이행이론의 전환”,

와 평가-”, ꡔ경제와 사회ꡕ 제57권,

ꡔ인문사회과학연구ꡕ 제4권, 부경대학

한국산업사회학회, 2003. 2, pp.99-

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3, pp.197-

124.

221.

정성진, “21세기 미국 제국주의-맑스주의

Kim,

Ginil,

“The

Concept

of

Profit

적 분석”, ꡔ사회경제평론ꡕ 제20호, 한

within Classical Political Economy”,

국사회경제학회, 2003. 4, pp.109-152

ꡔ국민경제연구ꡕ 제26집, 국민대학교

홍태희,

“경제학과

젠더:

성별경제학

경제연구소, 2003, pp.249-260.

(gender economics) 정립을 위한 근
대경제학 비판”, ꡔ경제학연구ꡕ 제51집

B2 1925년 이후 경제사상사

제2호, 한국경제학회, 2003, pp.151-

조원희, “신자유주의의 비교학설사적 고

177.
홍태희, “경제학과 Gender: 성별경제학

찰 -보편성 기준의 총족여부를 중심
으로-”, ꡔ국민경제연구ꡕ 제26집, 국

(gender economics)의 정립을 위한

민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pp.225-

소고”, ꡔ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논문

247.

집ꡕ 한국여성경제학회, 2003, pp.116.
홍태희, “성별관계와 생산관계-성별경제

주성환,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분
쟁에 관한 연구: Survey Study”, ꡔ상
경연구ꡕ 제28집 제2호, 건국대학교

C 수리적 및 수량적 방법 21

2003. 6, pp.85-107.

경제경영연구소, 2003.11, pp.41-72
홍태희, “‘경쟁’ 과 ‘대자본화’ - 과잉설비

Rieu, Dong-Min, “The Temporal Single

와 장기불황에 대한 논쟁사적 접 -”,

-System Interpretation of Marx`s

ꡔ경제학연구ꡕ 제51집 제1호, 한국경

Value Theory: A Critical Apprais-

제학회, 2003, pp.137-162.

al”, The Korean Economic Review,

Rhee, Pil-Woo, “A Critical Survey of
Market

Thought

in

Terms

of

Humanity”, ꡔ상경연구ꡕ 제28집 제2호,

Vol. 19, No. 1,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Summer

2003,

pp.81-96.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03, 11,
pp.175-207.

B4 경제학 방법론
전택수, “한국인의 경제적 성격과 한국경

B3 경제사상: 개별사상가들

제학

김영용, “맑스-베블렌 커넥션: 정치경제

제26권 제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과 제도경제학의 잃어버린 고리에
관한 연구”, ꡔ경제학연구ꡕ 제51집 제
4호, 한국경제학회, 2003, pp.247-278.
박영호, “맑스와 라쌀레 -맑스와 라쌀레

연구방법론”,

ꡔ정신문화연구ꡕ

2003, pp.25-66.
Jung, Dong-Hyeon, “A Critical Review
of

the

Controversies

on

Asian

Values”, ꡔ경제연구ꡕ 21권 4호, 한국

의 가치론의 차이-”, ꡔ경제학연구ꡕ

국민경제학회․한국경상학회,

제51집 제4호, 한국경제학회, 2003,

pp.135-155.

2003,

pp.223-247.
박영호, “맑스와 라쌀레 -맑스와 라쌀레

C 수리적 및 수량적 방법

의 가치론의 차이를 중심으로-”, ꡔ경
상논총ꡕ 제28집, 한독경상학회, 2003.

C1 계량경제학 및 통계학적 방법: 일반

12, pp.49-71.

김경수․송치영․서민수,

신태곤․권기철, “케인즈의 경제학방법론

“사례기반추론

을 활용한 위기예측에 관한 연구”,

과 그 현대적 의미”, ꡔ경영․경제연

ꡔ한국경제의 분석ꡕ 제9권 제3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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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제학회 : ꡔ농업경제연구ꡕ
한국농촌계획학회 : ꡔ농촌계획ꡕ
한국도서학회 : ꡔ한국도서연구ꡕ
한국도시행정학회 : ꡔ도시행정학보ꡕ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ꡔ동북아경제연구ꡕ
한국동북아학회 : ꡔ한국동북아논총ꡕ
한국동서경제학회 : ꡔ한국동서경제연구ꡕ
한국리스크관리학회 : ꡔ리스크관리연구ꡕ
한국몽골학회 : ꡔ몽골학ꡕ
한국무역상무학회 : ꡔ무역상무연구ꡕ
한국무역학회 : ꡔ무역학회지ꡕ
한국문화경제학회 : ꡔ문화경제연구ꡕ
한국물리학회 : ꡔ새물리ꡕ
한국보험학회 : ꡔ보험학회지ꡕ
한국비교경제학회 : ꡔ비교경제연구ꡕ
한국비영리학회 : ꡔ한국비영리연구ꡕ
한국사회경제학회 : ꡔ사회경제평론ꡕ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ꡔ시민교육연구ꡕ
한국사회과학회 : ꡔ사회과학연구ꡕ
한국산업경제학회 : ꡔ산업경제연구ꡕ
한국산업노동학회 : ꡔ산업노동연구ꡕ
한국산업사회학회 : ꡔ경제와 사회ꡕ
한국산업조직학회 : ꡔ산업조직연구ꡕ
한국생산성학회 : ꡔ생산성논집ꡕ
한국선물학회 : ꡔ선물연구ꡕ
한국세무학회 : ꡔ세무학연구ꡕ
한국수산경영학회 : ꡔ수산경영론집ꡕ
한국수출보험학회 : ꡔ수출보험학회지ꡕ
한국식품유통학회 : ꡔ식품유통연구ꡕ
한국여성개발 : ꡔ여성연구ꡕ
한국여성경제학회 : ꡔ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논문집ꡕ
한국유럽학회 : ꡔ유럽연구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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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용경제학회 : ꡔ응용경제ꡕ
한국인구학회 : ꡔ한국인구학
한국재무관리학회 : ꡔ재무관리연구ꡕ
한국재무학회 : ꡔ재무연구ꡕ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ꡔ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ꡕ
: ꡔ재정논집ꡕ
한국재정정책학회 : ꡔ재정정책논집ꡕ
한국전통상학회 : ꡔ한국전통상학연구ꡕ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 : ꡔ정보통신정책연구ꡕ
한국정책과학학회 : ꡔ한국정책과학학회보ꡕ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 ꡔ정책분석평가학회보ꡕ
한국정책학회 : ꡔ한국정책학회보ꡕ
한국주택학회 : ꡔ주택연구ꡕ
한국중동학회 : ꡔ한국중동학회논총ꡕ
한국중소기업학회 : ꡔ벤처경영연구ꡕ
: ꡔ중소기업연구ꡕ
한국증권학회 : ꡔ증권학회지ꡕ
한국지방재정학회 : ꡔ한국지방재정논집ꡕ
한국지방정부학회 : ꡔ지방정부연구ꡕ
한국지역발전학회 : ꡔ지역발전연구ꡕ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 ꡔ지역사회발전연구ꡕ
한국지역사회학회 : ꡔ지역사회연구ꡕ
한국지역학회 : ꡔ지역연구ꡕ
한국질서경제학회 : ꡔ질서경제저널ꡕ
한국축산경영학회․한국농업정책학회 : ꡔ농업경영․정책연구ꡕ
한국협상학회 : ꡔ협상연구ꡕ
한국호텔관광학회 : ꡔ호텔관광연구ꡕ
한국환경경영학회 : ꡔ환경경영연구ꡕ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 : ꡔ자원․환경경제연구ꡕ
한국환경정책학회 : ꡔ환경정책ꡕ
한국EU학회 : ꡔEU학연구ꡕ
한독경상학회 : ꡔ경상논총ꡕ
한일경상학회 : ꡔ한일경상논집ꡕ
한중사회과학학회 : ꡔ한중사회과학연구ꡕ
Asia Pacific Economic Association : ꡔJournal of Economic Researchꡕ
Association of the Korean Economic Studies : ꡔ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ꡕ
International Council on Korean Studies : ꡔ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ꡕ
Korea Social and Economic Studies Association : ꡔKor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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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 ꡔJournal of Korea Tradeꡕ
Korean Econometric Society : ꡔ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ꡕ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 ꡔThe Korean Economic Reviewꡕ
The Korean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 ꡔ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ꡕ

3. 硏究所
강원발전연구원 : ꡔ강원광장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ꡔ과학기술정책ꡕ
광주사회조사연구소 : ꡔ사회연구ꡕ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ꡔ광주전남 비전21ꡕ
국제문제조사연구소 : ꡔ경제정책연구ꡕ
국토연구원 : ꡔ건설경제ꡕ
: ꡔ국토연구ꡕ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ꡔ대구경북개발연구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ꡔ대외경제연구ꡕ
보험개발원 : ꡔ보험개발연구ꡕ
산업연구원 : ꡔKIET산업경제ꡕ
새정치경제학연구팀 : ꡔ경제학 연구ㅣ새정치경제학연구팀 발표논문집ꡕ
서울사회경제연구소 : ꡔ창립제10주년기념 공동학술심포지엄 논문집ꡕ
안양학연구소 : ꡔ안양학논총ꡕ
에너지경제연구원 : ꡔ에너지경제연구ꡕ
제주발전연구원 : ꡔ제주발전포럼ꡕ
좋은기업지배연구소 : ꡔ기업지배구조연구ꡕ
철학문화연구소 : ꡔ철학과 현실ꡕ
통일연구원 : ꡔ통일정책연구ꡕ
한국개발연구원 : ꡔKDI정책연구ꡕ
: ꡔThe KDI conference, Corporate Governance and Capital Market in
Korea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 ꡔ관세와 무역ꡕ
한국금융연구원 : ꡔ금융연구ꡕ
: ꡔ정책조사연구서ꡕ
: ꡔ한국경제의 분석ꡕ
한국노동연구원 : ꡔ노동정책연구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ꡔ농촌경제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ꡔ보건사회연구ꡕ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ꡔ동향과 전망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ꡔ정신문화연구ꡕ
한국조세연구원 : ꡔ재정연구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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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ꡔ해양정책연구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ꡔ환경정책연구ꡕ

4. 機 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ꡔ농촌생활과학ꡕ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ꡔ정책포럼ꡕ
예금보험공사 : ꡔKDIC 금융연구ꡕ
한국상장사협의회 : ꡔ계간 상장협ꡕ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ꡔ경제분석ꡕ
: ꡔ글로벌시대의 한국금융ꡕ
한국은행 조사국 : ꡔ자산변동에 대응한 통화정책방향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ꡔ지방재정ꡕ
Bank of Korea : ꡔEconomic Papersꡕ

其 他
성곡학술문화재단 : ꡔ성곡논총ꡕ
SK Telecom : ꡔTelecommunications Review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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