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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

例

한국경제학회는 1996년도에 학회의 새로운 사업으로 뺷경제학문헌목록뺸을 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6년 말에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발간된 저서와 발표된
논문을 묶어 뺷경제학문헌목록뺸이란 제목으로 발간하였으며, 1995년도 분을 묶어 뺷경제
학문헌연보뺸9창간호를 발간하였다. 그 후 매년 뺷경제학문헌연보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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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뺷경제학문헌연보뺸9제20집은 2014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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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집과 제19집에서 누락된 2012년도와
2013년도 논문도 추가로 수록했다.
(2) 저서와 역서는 뺷한국출판연감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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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配

列

이 목록은 저서, 역서, 논문의 순서로 배열하고, 각 항목에서는 분류기호별로 배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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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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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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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5 국제 관계, 국제정치경제

F5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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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v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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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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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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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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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8 소기업 역사

O 경제발전, 기술변화 및 성장
O0 일

반

N8 Micro-Business History

O Economic Development, Techn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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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5 국가별 경제연구

O5 Economywide Country Studies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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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Energy

Q5 환경경제학

Q5 Environmental Economics

R 도시, 농촌, 지역경제학
R0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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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ion

R4 교통체제

R4 Transportation Systems

R5 지역정부 분석

R5 Regional Government Analysis

Z 기타 특정 주제
Z0 일

반

Z1 문화경제학

Z Other Special Topics
Z0 General
Z1 Cultural Economics

Ⅰ. 著

書

노무라종합연구소, 노무라종합연구소 2015

A 일반 경제학 및 경제학 교육

한국 경제 대예측, 청림출판, 2014.
A0 일 반

12, pp.1-372.

경제시험연구소, 매경 TEST 실전모의

뉴시니어리더스포럼, 무지개 공감, 매

고사, 서원각, 2014. 8, pp.1-216.

일경제신문사, 2014. 11, pp.1-444.

경제시험연구소, 매경 TEST 실전모의

류지수ㆍ임규채, 경제학, 홍문사, 2014.

고사, 서원각, 2014. 9, pp.1-216.

8, pp.1-586.

김난도ㆍ전미영ㆍ이향은, 트렌드 코리아

매경이코노미, 2015 대예측 매경아웃룩,

2015, 미래의창, 2014. 11, pp.1-432.
김명수, 희망의 새시대를 위한 Q&A,

매일경제신문사, 2014. 11, pp.1-328.
박병률, 경제학자의 문학살롱, 한빛비

온새미로, 2014. 11, pp.1-220.

즈, 2014. 5, pp.1-352.

김영익, 3년 후 미래, 한스미디어, 2014.

상식연구소, 한 눈에 쏙 경제용어사전,

6, pp.1-239.

서원각, 2014. 2, pp.1-252.

김용준, 중국의 상업관행과 제도적 환경

송상엽, 경제학 강의 [제2판], 웅지,

변화, 한국학술정보, 2014. 11, pp.1278.

2014. 3, pp.1-1017.
실버산업전문가포럼,

김 욱, 베스트셀러 절대로 읽지 마라,

실버산업전문가포

럼의 시니어 비즈니스 스쿨, 매일경

모아북스, 2014. 12, pp.1-288.

제신문사, 2014. 1, pp.1-296.

김종선, 20대부터 바로바로 써먹는 경제

오태민, 비트코인은 강했다, 케이디북

상식, 팬덤북스, 2014. 6, pp.1-448.

스, 2014. 5, pp.1-336.

김지석, 기후불황, 센추리원, 2014. 4,

우석훈, 불황 10년, 새로운현재, 2014. 8,

pp.1-406.

pp.1-260.

김진동, 경제 안녕한가, 정은출판, 2014.

우종국, 한국은행 총재도 모르는 B급

12, pp.1-316.

경제학, silver lining, 2014. 9, pp.1-

김형기, 경세제민의 길, 이담북스, 2014.

462.
유길문, 더 시너지, 가림출판사, 2014.

4, pp.1-328.
노무라종합연구소, 노무라종합연구소 2014
한국 경제 대예측, 청림출판, 2014. 1,

1, pp.1-227.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 코

pp.1-336.

리안 미러클 2 도전과 비상,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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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규, 중국은 우리의 내수시장이다,

2014. 3, pp.1-552.
윤석천, 경제기사가 말해주지 않는 28가
이데일리 편집 보도국, 키워드 100, 이

반비, 2014. 7, pp.1-416.
채수환, 3년 후 대한민국, 매일경제신

데일리, 2014. 12, pp.1-490.
이동현, 우리는 왜 재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가, 북오션, 2014. 11, pp.1-

문사, 2014. 8, pp.1-312.
최병서, 경제학자의 미술관, 한빛비즈,
2014. 10, pp.1-304.

280.
이상옥, 빅데이터 적용이 답이다, 클라

최승노, 세계화 열린사회로 가는 길, 프
리이코노미스쿨, 2014. 10, pp.1-172.

우드북스, 2014. 12, pp.1-296.
이영준ㆍ권승기ㆍ우형달, NPL의 정석,
매일경제신문사, 2014. 4, pp.1-404.
이은종ㆍ이준영, 경영학 거 별거 아니야
[개정판], 주영사, 2014. 11, pp.1-

최윤식, 2030 대담한 미래 2, 지식노마
드, 2014. 8, pp.1-616.
최진석ㆍ최중혁, 자동차 제국, 한국경
제매거진, 2014. 12, pp.1-392.
티보르 스키토프스키, 기쁨 없는 경제,

421.
이장규, 대통령의 경제학, 기파랑, 2014.
이정우, 약자를 위한 경제학, 개마고원,
이종근ㆍ정재훈, 웨어러블 혁명, 한스
민간투자사업

Hand

Book, 북랩, 2014. 10, pp.1-344.
공짜가

없다,

줌,

2014. 1, pp.1-292.

한국은행 편집부, 2011년 및 2012년 산
업연관표(2014), 한국은행, 2014. 11,
pp.1- 222.
한국표준협회, 넥스트 스탠다드 2015,

2014. 10, pp.1-321.
장하준,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부키,
2014. 7, pp.1-496.

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4. 12, pp.1292.

전택수ㆍ신종호ㆍ소원현 외, 창의경제와
역할,

을 꿈꾸다, 북오션, 2014. 1, pp.1328.

임진모, 팝 경제를 노래하다, 아트북스,

문화예술의

신문, 2014. 11, pp.1-240.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 새로운 도약

미디어, 2014. 10, pp.1-192.

경제에는

마드, 2014. 11, pp.1-264.
한국경제신문, 대전망 2015, 한국경제

2014. 2, pp.1-304.

이종윤ㆍ김남용,

중앙books, 2014. 5, pp.1-324.
한국경제 TV 산업팀, 10년 후, 지식노

9, pp.1-491.

이태교,

좋은땅, 2014. 9, pp.1-264.
조형근ㆍ김종배,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지, 왕의서재, 2014. 2, pp.1-280.

한국학중앙연구

원, 2014. 11, pp.1-512.
정상익,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청목출판사, 2014. 7, pp.1-346.
정우진, 빅데이터를 말하다 [개정증보
판], 클라우드북스, 2014. 2, pp.1312.
조계완, 오래된 질문 새로운 답변, 앨
피, 2014. 12, pp.1-828.

한순구, 경제학 비타민, 케이북스, 2014.
4, pp.1-333.
현대경제연구원, 대한민국 미래지도, 티
핑포인트, 2014. 10, pp.1-252.
황익학, 인포그래픽 한국경제 100, FKI
미디어, 2014. 8, pp.1-176.
휴지수, 배우기 쉬운 경제학 [제2판],
탐진, 2014. 8, pp.1-374.
IRS Global 편집부, 창조경제를 여는
3D프린팅(프린터, 소재) 신사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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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을 위한 종합 분석, IRS Global,

pp.1-225.
성시일, 중국경제 1949-1995, 한림대학

2014. 11, pp.1-437.
KOTRA, 2015 KOTRA 세계 경제 전망,
행성B웨이브, 2014. 11, pp.1-384.
KOTRA, KOTRA 마켓 트렌드 2014,
청림출판, 2014. 1, pp.1-276.
NEAR재단, 한국경제 벽을 넘어서, 21
세기북스, 2014. 1, pp.1-324.

교, 2014. 6, pp.1-155.
양동휴, 유럽의 발흥: 비교경제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9, pp.1405.
엄성필, 뉴욕 비즈니스 산책, 한빛비즈,
2014. 2, pp.1-320.
이병우, 만만디의 중국고수들과 싸울 준

A1 일반 경제학

비는 했는가, 멘토프레스, 2014. 6,

김경석, 메이드 인 이탈리아, 21세기북

pp.1-291.
이인표, 주머니 속 경제 상식 50, 컬처

스, 2014. 3, pp.1-288.
김동하, 중화경제권의 이해, 부산외국
어대학교출판부, 2014. 9, pp.1-391.
김동하, 차이나 인사이트, 산지니, 2014.

이종윤,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
국경제신문, 2014. 12, pp.1-206.
이훈희, 비트코인 쉽게 배우기, 한스미

11, pp.1-320.
김만기ㆍ박보현, 중국 천재가 된 홍 대리
2, 다산라이프, 2014. 6, pp.1-321.
김명신, 상하이 비즈니스 산책, 한빛비

디어, 2014. 11, pp.1-244.
전문일,

중국으로,

좋은땅,

2014.

1,

pp.1-236.
전병서, 한국의 신국부론, 중국에 있다,

즈, 2014. 7, pp.1-216.
김상민ㆍ김 원ㆍ황세원, 중국 업계지도,
어바웃어북, 2014. 2, pp.1-328.
김익기ㆍ임현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한류, 진인진, 2014. 6, pp.1-168.
김한권ㆍ김민정ㆍ노경목,

그라피, 2014. 12, pp.1-320.

차이나콤플렉

스, 아산정책연구원, 2014. 1, pp.1214.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5 20대 트렌
드 리포트, 홍익, 2014. 11, pp.1-284.
류재기, 한눈에 알아보는 중국의 문화산

참돌, 2014. 6, pp.1-496.
정성식, 즐거운 왕따 나홀로 경제학,
새빛, 2014. 12, pp.1-240.
정현철, 중국에서 중국을 보다, 나눔사,
2014. 11, pp.1-253.
한국트렌드연구소 핫트렌드 연구위원회,
핫트렌드

2015,

흐름출판,

2014.

11, pp.1-440.
홍성국, 세계가 일본된다, 메디치미디
어, 2014. 10, pp.1-352.

업 시장, 대가, 2014. 12, pp.1-412.
류재윤, 지금이라도 중국을 공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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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추리원, 2014. 7, pp.1-315.
박승준, 뉴 차이나 트렌드, 프리뷰, 2014.
12, pp.1-264.
배기형ㆍ김경옥ㆍ진기명, 알기쉬운 경제
통합, 보명북스, 2014. 12, pp.1-197.
서대성, 지중해의 끝 북아프리카와 유럽
의 인카운터, 이담Books, 2014. 3,

B0 일 반
김병희,

경제민주화

방법론,

좋은땅,

2014. 2, pp.1-292.
김상훈ㆍ비즈트렌드연구회,

2015-2017

앞으로 3년 세계 트렌드, 한스미디
어, 2014. 12, pp.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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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ㆍ오은수, 공짜 점심은 없다, 아

D 미시경제학

템포, 2014. 12, pp.1-288.
서정락, 손해의 경제학, 21세기북스, 2014.

D0 일 반
김귀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요예측

12, pp.1-312.
이코노미스트, 2015 경제대예측, 중앙일

과 리서치 -수요예측은 왜 하는가?

보시사미디어, 2014. 11, pp.1-223.

왜 잘해야 하는가?, 좋은땅, 2014.
9, pp.1-280.

B1 1925년까지 경제사상사
백영훈, 조국 근대화의 언덕에서, 마음

D4 시장구조 및 가격설정
김이석, 시장경제원론, 프리이코노미스

과생각, 2014. 2, pp.1-276.

쿨, 2014. 6, pp.1-236.
서정헌, 한국 철강산업을 바라보는 새로

B2 1925년 이후 경제사상사
민경국, 경제사상사 여행, 21세기북스,

운 시각(상) 시장구조편, 스틸앤스틸,
2014. 12, pp.1-410.

2014. 2, pp.1-360.
박만섭 외 4인, 경제의 교양을 읽는다:

서정헌, 한국 철강산업을 바라보는 새로

현대편, 더난출판사, 2014. 9, pp.1-

운 시각(하) 시장구조편, 스틸앤스틸,

688.

2014. 12, pp.1-342.

참사회경제교육연구소,

교양인을

위한

경제사, 다시봄, 2014. 3, pp.1-336.
B3 경제사상: 개별사상가들

최승노,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프리이코
노미스쿨, 2014. 7, pp.1-154.

E 거시경제학 및 화폐경제학

유시나, 10인의 경제학자가 남긴 위대한
유산, 프리이코노미북스, 2014. 2,

E0 일 반

pp.1-224.

김석진 외 5인, 한국자본시장론 [3판],

윤소영,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세미나,
공감, 2014. 12, pp.1-384.

삼영사, 2014. 9, pp.1-609.
김판기, 객관식 다이어트 경제학 거시
[5판], 나무와사람, 2014. 12, pp.1-

C 수리적 및 수량적 방법

604.
황해두, 거시경제학 탐방, 청목출판사,

C6 수리적 방법 및 계획법

2014. 9, pp.1-518.

이재원, 이자론 중심으로 배우는 금융수
학 - MSE 시리즈, 한빛아카데미,

E2 소비, 저축, 생산, 고용 및 투자

2014. 10, pp.1-400.

구본기, 우리는 왜 소비를 줄이지 못 하
는가, 다온북스, 2014. 3, pp.1-259.

C7 게임이론 및 협상이론
유정호ㆍ박영수, eDiscovery 이해와 위
기관리 전략, 인포더북스, 2014. 3,
pp.1-336.

E3 가격, 경기변동 및 순환
이명준, 인플레이션 시대, 북투어스, 2014.
3, pp.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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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창ㆍ박성호,

E4 화폐 및 이자율
김부일, 돈 금 달러 이야기, 한스미디어,
김성호ㆍ김역덕, 외환의 이론과 실제,
비즈프레스, 2014. 9, pp.1-259.
허 욱, 환율 상식사전, 길벗, 2014. 5,

2014. 9, pp.1-642.
어, 2014. 9, pp.1-482.
이기찬, 무역왕 김창호, 중앙경제평론
사, 2014. 2, pp.1-240.
이우영, 무역결제론, 삼영사, 2014. 9,

pp.1-272.
홍익희, 달러 이야기, 한스미디어, 2014.

pp.1-368.
허재창, Master무역영어, 삼영사, 2014.

11, pp.1-576.
홍익희, 원가 이야기, 한스미디어, 2014.

12, pp.1-530.
황동명, 나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장사

12, pp.1-580.
환율전쟁이야기,

박영사,

윤기관, FTA 비즈니스 전략, 궁미디

2014. 9, pp.1-246.

홍익희,

무역계약론,

한스미디어,

2014. 11, pp.1-492.

를 한다, 행간, 2014. 11, pp.1-272.
Kim, Chulsu, Trade Winds of Change,
좋은땅, 2014. 4, pp.1-652.

E5 화폐정책, 중앙은행 및 화폐와 신용
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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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택, 21세기 통화 전쟁, 매일경제신
문사, 2014. 12, pp.1-224.
안철원, 통화정책과 거시경제, 한경사,
2014. 8, pp.1-656.

G0 일 반
김석진, 현대생활과 금융, 도서출판 청
람, 2013. 11, pp.1-304.
김용일,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

F 국제경제학

설, 다비앤존, 2014. 12, pp.1-733.
윤병철, 금융은 사람이다, 까치, 2014.

F0 일 반

2, pp.1-399.

현대경영연구소,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조직 비밀조직, 승산서관, 2014. 12,

G1 일반 금융시장

pp.1-280.

강내희,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
경제, 문화과학사, 2014. 11, pp.1-

F1 무 역
이우영, 무역결제론, 삼영사, 2014. 9,
pp.1-368.
강동우, 무역경제 용어사전, S&M 미
디어, 2014. 6, pp.1-812.
곽근재ㆍ정재완ㆍ최 원, FTA 컨설팅,
탑북스, 2014. 12, pp.1-236.
노현수, 무역개론, 탑북스, 2014. 12,
pp.1-460.
문병철, 한미 FTA의 쟁점과 이해, 오
름, 2014. 7, pp.1-448.

600.
김석진 외 5인, 한국자본시장론 제3판,
삼영사, 2014. 8, pp.1-613.
김학렬, 금융강국 신기루, 학민사, 2014.
9, pp.1-416.
송승용ㆍ이영희,

금융상품에

사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 알투스,
2014. 5, pp.1-308.
안창호, 전산금융분석, 탐진, 2014. 9,
pp.1-320.
양종기, 한국경제와 한국주식 투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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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교 육

2014. 3, pp.1-290.
이명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리스

이요섭, 나의 꿈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

크 통합관리 입문편, 고려아카데미

라, 도서출판산수야, 2014. 5, pp.1-

컨설팅, 2014. 3, pp.1-363.

232.

이종태, 금융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가, 개마고원, 2014. 7, pp.1-296.
이흥모, 단숨에 배우는 금융, 새로운사

강신욱ㆍ이병희ㆍ전병유, 소득불평등 해
소의 길, 한울, 2014. 12, pp.1-336.

람들, 2014. 7, pp.1-432.
조세일보, 재무인명부, 조세일보, 2014.

두진문, 두진문의 은퇴혁명, 한스컨텐
츠, 2014. 10, pp.1-236.

2, pp.1-536.
박홍갑ㆍ장자방ㆍ이승훈ㆍ성경희,

I3 복지 및 빈곤

선물

박연수,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옵션 이야기, 매일경제신문사, 2014.

경제학은 불가능한가, 북오션, 2014.

3, pp.1-332.

3, pp.1-296.
박정한, 경제 생로병사, 북랩, 2014. 10,
pp.1-256.

G2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
이석진, 나는 집에서 구글 주식을 사고
두바이 원유를 판다, 매일경제신문

황인철, 팔순노모를 위한 정치경제이야
기, 시나브로, 2014. 12, pp.1-268.

사, 2014. 5, pp.1-280.

J 노동 및 인구경제학
H 재정학/공공경제학
J0 일 반
이효수, Y형 인재에 투자하라, 매일경

H0 일 반
박개성, 제2의 정부 공공기업 변화의 조

제신문사, 2012. 11, pp.1-448.

건, 엘리오앤컴퍼니, 2014. 4, pp.1300.
염명배ㆍ김진영ㆍ주만수ㆍ한진수,

J7 차 별
나라

살림 이야기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홍태희, 여성주의 경제학, 한울, 2014.
12, pp.1-366.

국가재정, 골든북미디어, 2014. 7,
pp.1-290.

I 보건, 교육, 복지

K. 법경제학
K0 일 반
김두얼ㆍ양용현, 법경제학 이론과 응용

I0 일 반

3, 해남, 2014. 10, pp.1-328.

김현창ㆍ김성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이렇게 대응하라, 인포더북스, 2014.

K1 법의 기본영역

9, pp.1-320.

김정호, 법, 경제를 만나다, 프리이코노

전영수, 인구 충격의 미래 한국, 프롬
북스, 2014. 12, pp.1-396.

미스쿨, 2014. 6, pp.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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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물인터넷(IoT) 관련 신사업전략

L 산업조직

모색을
L0 일 반

위한

종합

분석,

IRS

Global, 2014. 12, pp.1-654.

이 근ㆍ박태영 외, 산업의 추격, 추월,
추락, 21세기북스, 2014. 11, pp.1-

O1 경제발전

272.

KAIST 미래전략대학 2015,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 이콘출판, 2014.

M 기업경영 및 기업경제학: 마케팅:
회계학

12, pp.1-536.
O2 발전계획 및 정책
강태영ㆍ이원재ㆍ김영훈, 창조경제 이스

M0 일 반
박중환ㆍ김영무, 보험인을 위한 VIP 마
케팅 필살기, 씨앗을뿌리는사람들,

라엘에서

배운다,

포스코경영연구

소, 2014. 1, pp.1-216.

2014. 3, pp.1-272.
한국은행 편집부, 기업경영분석 2013년,

P 경제체제

한국은행, 2014. 12, pp.1-590.
P0 일 반

O 경제발전, 기술변화 및 성장

김호균, 한국 신자유주의의 꼼수 경제학
비판, 길, 2014. 1, pp.1-332.

O0 일 반
매일경제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세계경
제 새로운 태동, 매일경제신문사,
2014. 12, pp.1-324.

P1 자본주의체제
강신준, 오늘 자본을 읽다, 길, 2014. 8,
pp.1-378.

이효수, 창조경제, 매일경제신문사, 2014.
11, pp.1-516.

김석진 외 5인, 한국자본시장론 [3판],
삼영사, 2014. 9, pp.1-609.
김수행, 자본론 공부, 돌베게, 2014. 8,

O1 경제발전

pp.1-283.

머니투데이 기획취재팀, 다가올 미래를

김영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체제와 경

위한 결정적 5년, 북투데이, 2014.

제적 합리성, 박영사, 2014. 6, pp.1-

12, pp.1-236.

211.

산업통상자원부,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류이근ㆍ토마 피케티ㆍ강병구, 왜 자본

성장기반 전략 1, 진한엠앤비, 2014.

은 일하는 자보다 더 많이 버는가,

5, pp.1-776.

시대의창, 2014. 11, pp.1-348.

산업통상자원부, 2조불 경제를 앞당기는

안재욱ㆍ현진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성장기반 전략 2, 진한엠앤비, 2014.

바로읽기, 백년동안, 2014. 8, pp.1-

5, pp.1-720.

272.

한종수ㆍ이원형ㆍ하재건,

경제발전론,

청람, 2014. 8, pp.1-345.
IRS Global 편집부, 창조경제 실현을 위

이병천, 한국 자본주의 모델, 책세상,
2014. 7, pp.1-478.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 헤이북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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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p.1-724.

김성기ㆍ김정원ㆍ변재관,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아르케, 2014. 6, pp.1P2 사회주의체제
최승노, 사회주의는 왜 실패하는가, 프
리이코노미스쿨, 2014. 7, pp.1-166.

268.
김성열, 코포릿 아메리카, 페이퍼로드,
2014. 9, pp.1-368.
김송호, 부의 진화론, 태웅출판사, 2014.

P6 남북한 경제교류
민경태, 서울 평양 메가시티, 미래의창,
2014. 8, pp.1-264.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10, pp.1-450.

3, pp.1-368.
김승환ㆍ정영조, 성공하는 FC는 보험금
을 판다, 밥북, 2014. 9, pp.1-296.
김종균, 디자인 전쟁 [개정판], 홍시,
2014. 3, pp.1-396.
김종원, 삼성의 임원은 어떻게 일하는가,

Q 농업 및 자원경제학

넥서스BIZ, 2014. 2, pp.1-32.
김준성, 내 인생을 바꾸는 세계의 일자

Q0 일 반
전성군ㆍ송춘호, 스마트 생명자원경제론,
한국학술정보, 2014. 11, pp.1-242.

리, 평단, 2014. 6, pp.1-325.
김진방 외 4인, 경제의 교양을 읽는다,
더난출판, 2014. 9, pp.1-688.
김한성, 하루 일자리 미학, 행복에너지,

Q2 재생가능 자원 및 보존: 환경관리
박도준, 시장실패 정부실패 - 상, 교우
사, 2014. 6, pp.1-354.
박도준, 시장실패 정부실패 - 하, 교우
사, 2014. 6, pp.1-284.

2014. 8, pp.1-260.
김형호, 엑셀을 활용한 실전채권투자,
이패스코리아, 2014. 7, pp.1-203.
문소영, 그림 속 경제학, 이다미디어,
2014. 6, pp.1-376.
미래출판기획팀, 저금리 저성장 시대 변

R 도시, 농촌, 지역경제학

액종신보험이 답이다, 미래출판기획,
2014. 3, pp.1-90.

R0 일 반
주진용, 창조경제 농촌이 답이다, 과학
사랑, 2014. 7, pp.1-240.

박병률ㆍ유윤정, 돈이 되는 빅데이터,
프리이코노미북스, 2014. 3, pp.1-312.
박병률,

영화속

경제학,

윈앤윈북스,

2014. 9, pp.1-380.

Z 기타 특정 주제

박한석ㆍ김명규, 보험 가입 전에 꼭 알
아야 할 모든 것, 윈앤윈북스, 2014.

Z0 일 반
강희복, 지식경제 86가지 이야기, 여백
미디어, 2014. 9, pp.1-279.
김대호, 창조경제 정책의 이해, 커뮤니
케이션북스, 2014. 4, pp.1-120.
김동은ㆍ조태진, 깡통 걷어차기, 쌤앤
파커스, 2014. 2, pp.1-284.

6, pp.1-404.
베리 아이켄그린ㆍ드와이트 퍼킨스ㆍ신관
호, 기적에서 성숙으로, 서울셀렉
션, 2014. 3, pp.1-380.
서영교, 전쟁기획자들, 글항아리, 2014.
9, pp.1-328.
서영구, 2030 미래에 답이 있다, 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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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14. 2, pp.1-150.
김정헌 외 4인, 같이의 가치를 짓다: 청
년 스타트업 우주(WOOZOO)의 한국
형 셰어하우스 창업이야기, 유유,
2014. 8, pp.1-312.
신동희, 창조경제와 융합, 커뮤니케이
션북스, 2014. 4, pp.1-178.
신지호, 고개 숙인 대한민국, 21세기북
스, 2014. 5, pp.1-292.
엄길청ㆍ김형진ㆍ양지원, 경제평론가 엄
길청의 삶의 기술로 사회를 경영하
라, 한국학술정보, 2014. 8, pp.1-252.
유영민ㆍ차원용, 상상 현실이 되다, 프
롬북스, 2014. 1, pp.1-288.
이기연ㆍ최광묵, 반값 농지경매, 맛있
는책, 2014. 4, pp.1-344.
이영석ㆍ방승원ㆍ박현재, 피어라 청춘,
21세기북스, 2014. 1, pp.1-296.
이원재ㆍ강정수ㆍ김 산, 소셜픽션 지금
세계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어
크로스, 2014. 2, pp.1-327.
이인희, 한국의 상인정신과 상인국가,
두남, 2014. 9, pp.1-195.
임기철, 한국의 미래 과학기술혁신체제
에서 길을 찾다, 삼성경제연구소,
2014. 9, pp.1-221.
전범수, 미국과 유럽의 미디어 기업 인
수합병,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6,
pp.1-238.
정병철ㆍ손교욱, 보험 상식사전[개정판],
길벗, 2014. 9, pp.1-264.
정 욱ㆍ안명원, 세계의 재편, 매일경
제신문사, 2014. 4, pp.1-264.
정철화, 창조력 마켓, 무한, 2014. 2,
pp.1-256.
조대훈, 가정된 인간의 경제학 VS 실재
하는 인간의 경제학, 비즈프레스,
2014. 7, pp.1-616.
조돈문ㆍ이병천ㆍ송원근, 위기의 삼성과

한국 사회의 선택, 후마니타스, 2014.
11, pp.1-768.
조일훈,

시네마노믹스,

한국경제신문,

2014. 10, pp.1-328.
최병일, 1%에 사로잡힌 나라, 프리이
코노미북스, 2014. 2, pp.1-224.
최성환, 3만 달러 시대 패러다임이 바뀐
다, W미디어, 2014. 3, pp.1-266.
최윤식ㆍ김건주, 2030 기회의 대이동,
김영사, 2014. 8, pp.1-252.
최윤식,

미래학자의

통찰법,

김영사,

2014. 2, pp.1-268.
현동식ㆍ윤항진ㆍ신현재,

후강통

시대

지금 당장 중국 본토 A주에 투자하
라, 한스미디어, 2014. 12, pp.1-352.
홍종열,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커뮤니
케이션북스, 2014. 4, pp.1-108.
LG경제연구원, 10년 후 미래 시장을 가
다, 한스미디어, 2014. 2, pp.1-309.

Ⅱ. 譯

書

북돋움, 2014. 2, pp.1-200.

A 일반 경제학 및 경제학 교육

이재용, (마이클 보이스), 플래시 보이스,
A0 일 반

비지니스북스, 2014. 10, pp.1-360.

김명철ㆍ이제용, (팀 하포드), 당신이 경

이종인, (밥 해리스), 25달러로 희망파트

제학자라면, 웅진지식하우스, 2014.

너가 되다, 세종서적, 2014. 7, pp.1-

6, pp.1-388.

423.

김바비, (매슈 포테이져), 공평한 분배를

한복연, (피터 T. 리슨), 후크 선장의 보

꿈꾼 50인의 경제멘토, 책숲, 2014.

이지 않는 손, 지식의날개, 2014. 5,

11, pp.1-140.

pp.1-298.

김선영, (폴 콜리어), 엑소더스, 21세기

현대경제연구원, (이코노미스트), 이코노

북스, 2014. 8, pp.1-384.

미스트 2015 세계경제대전망, 한국

김희정, (장하준),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부키, 2014. 12, pp.1-496.

경제신문, 2014. 12, pp.1-440.
황성원, (J.K. 깁슨 그레이엄ㆍ제니 캐머

김희정ㆍ안세민, (장하준), 그들이 말하

런ㆍ스티븐 힐리), 타자를 위한 경

지 않는 23가지, 부키, 2014. 11,

제는 있다, 동녘, 2014. 8, pp.1-320.
황숙혜, (손성원), 미래경제, 알에이치

pp.1-399.
박충환, (마셜 살린스), 석기시대 경제

코리아, 2014. 3, pp.1-283.

학, 한울아카데미, 2014. 10, pp.1480.

A1 일반 경제학

안세민, (피터 드러커), 새로운 경제 사

남종진, (린이푸), 서구의 물결에서 동방

회의 경영, 청림출판, 2014. 7, pp.1-

의 바람까지, 다산, 2014. 5, pp.1-

296.

334.

안진환, (로버트 기요사키), 왜 A학생은

송은진, (키신저ㆍ유징롄ㆍ정융넨), 어둠

C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 믿음

속 중국, 다산, 2014. 7, pp.1-384.
이 건, (짐 로저스), 세계경제의 메가트

인, 2014. 9, pp.1-380.

렌드에 주목하라, 이레미디어, 2014.

원종민, (마크 엘우드), 할인사회, 처음

1, pp.1-300.
이순희,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북스, 2014. 9, pp.1-312.
이 건, (조지 소로스), 억만장자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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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키, 2014. 11, pp.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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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휴 화이트), 중국을 선택하라,

D 미시경제학

황소자리, 2014. 11, pp.1-276.
이지은, (가오창ㆍ위이), 중국의 미스터
리, 다산출판사, 2014. 3, pp.1-312.
정삼기, (헨리 샌더슨ㆍ마이클 포시드),
슈퍼파워 중국개발은행, 매일경제

D1 가계행동 및 가족경제학
안기순, (유리 그니지ㆍ존 리스트), 무엇
이 행동하게 하는가, 김영사, 2014.
6, pp.1-376.

신문사, 2014. 4, pp.1-348.
홍상현, (신문 아카하타 경제부), 망국의
경제 일본의 재계와 미국, 미래를소

D4 시장구조 및 가격설정
권춘오, (트렌즈지 특별취재팀), 10년 후
시장의 미래, 일상이상, 2014. 5,

유한사람들, 2014. 10, pp.1-240.
홍승현, (장화차오), 중국의 거짓말, 한

pp.1-320.
이경식, (래리 다운즈ㆍ폴 누네스), 어떻

국경제신문, 2014. 8, pp.1-239.

게 그들은 한순간에 시장을 장악하는
가, 알에이치코리아, 2014. 6, pp.1-

B 방법론 및 경제사상사

360.
임재덕, (나가이 다카히사), 시장의 강자

B0 일 반
박만섭, (알레산드로 롱칼리아), 스라파
와 가격이론, 아카넷, 2014. 2, pp.1-

가 되는 법, 성안북스, 2014. 5, pp.1264.
장유인, (버나뎃 지와), 그들이 시장을

500.
박성진, (사사다 히로노리), 일본 발전국
가의 기원과 진화, 한울, 2014. 6,

뒤흔든 단 한 가지 이유, 지식공간,
2014. 12, pp.1-160.
황수연, (이즈리얼 M. 커즈너), 시장은

pp.1-368.

어떻게 작동하는가, 리버티, 2014.
2, pp.1-121.

B3 경제사상: 개별사상가들
신현호, (히가시타니 사토시), 경제학자
의 영광과 패배, 부키, 2014. 6,

E 거시경제학 및 화폐경제학

pp.1-416.
신희영, (하이먼 민스키), 케인스 혁명
다시 읽기, 후마니타스, 2014. 2,

E3 가격, 경기변동 및 순환
이연재, (아사쿠라 게이), 인플레이션과
세계경제 대예측, 매일경제신문사,

pp.1-328.

2014. 1, pp.1-252.
전용덕, (루트비히 폰 미제스), 오스트리

C 수리적 및 수량적 방법

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지식을만
C0 일 반

드는지식, 2014. 7, pp.1-161.

김진방, (프랜시스 이시드로 에지워스),
수리

정신학,

11, pp.1-458.

한국문화사,

2014.

E4 화폐 및 이자율
권오열, (스티브 포브스ㆍ엘리자베스 에
임스), MONEY 머니, 비즈파크,
2014. 12, pp.1-312.

22 P 경제체제
김락준, (중국 CCTV 다큐멘터리 <화

375.

폐> 제작팀), 화폐경제 1, 가나출
판사, 2014. 11, pp.1-328.

K. 법경제학

김락준, (중국 CCTV 다큐멘터리 <화
폐> 제작팀), 화폐경제 2, 가나출

K1 법의 기본영역

판사, 2014. 11, pp.1-288.

이동률, (DAVID J. GERBER), 국제경

박상수, (헨리 손턴ㆍ프리드리히 하이에

쟁법, 박영사, 2014. 11, pp.1-534.

크), 신용화폐론, 아카넷, 2014. 5,
pp.1-472.

O 경제발전, 기술변화 및 성장

박성준ㆍ박설원, (가렛 가렛트), 돈이 자
라는 곳 그리고 거품의 본질, 레디

O2 발전계획 및 정책

셋고, 2014. 5, pp.1-170.

김홍범ㆍ나원준, (벤 S. 버냉키), 벤 버

이충호, (제임스 오언 웨더롤), 돈의 물
리학, 비즈니스맵, 2014. 9, pp.1-

냉키 연방준비제도와 금융위기를 말
하다, 미지북스, 2014. 2, pp.1-254.

408.
차혜정, (쑹훙빙), 화폐전쟁. 1, 알에이

P 경제체제

치코리아, 2014. 12, pp.1-512.
홍순도, (쑹훙빙), 화폐전쟁. 2, 알에이
치코리아, 2014. 12, pp.1-615.
홍순도, (쑹훙빙), 화폐전쟁. 3, 알에이
치코리아, 2014. 12, pp.1-579.

P0 일 반
김덕민, (제라르 뒤메닐ㆍ도미니크 레비),
신자유주의의

위기,

후마니타스,

2014. 7, pp.1-496.

홍순도, (쑹훙빙), 화폐전쟁. 4, 알에이
치코리아, 2014. 12, pp.1-614.

P1 자본주의체제

황선영, (진 플레밍ㆍ레너드 슈워츠), 돈

곽수종, (로버트 스키델스키), 흔들리는

문제 솔루션, 비즈니스맵, 2014. 2,

자본주의 대안은 있는가, 한국경제

pp.1-350.

신문, 2014. 9, pp.1-383.
김성균, (에릭 윌리엄스), 자본주의와 노

I 보건, 교육, 복지

예제도,

우물이있는집,

2014.

5,

pp.1-472.
I3 복지 및 빈곤
김경숙, (데이비드 C. 코튼), 경제가 성
장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질까,
사이, 2014. 4, pp.1-446.
유 영, (토마 피케티), 불평등 경제,
밥북, 2014. 9, pp.1-240.
이은경, (패트릭 터커), 네이키드 퓨처,
와이즈베리, 2014. 9, pp.1-400.
이현정ㆍ최윤희, (앵거스 디턴), 위대한
탈출, 한국경제신문, 2014. 9, pp.1-

성백용, (이매뉴얼 윌러스틴ㆍ랜들 콜린
스ㆍ마이클 맨), 자본주의는 미래가
있는가, 창비, 2014. 11, pp.1-408.
이시연, (고구레 다이치), 월급쟁이 자본
론, 중앙북스, 2014. 12, pp.1-220.
황성원, (데이비드 하비), 자본의 17가지
모순, 동녘, 2014. 11, pp.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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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pp.1-488.

Z 기타 특정 주제

윤종국, (스테파노 자마니), 인류 최악의
Z0 일 반

미덕, 탐욕, 복돋움, 2014. 6, pp.1-

곽지현, (아타카 가즈토), 세계의 엘리트
는 왜 이슈를 말하는가, 에이지21,
2014. 2, pp.1-240.

알에이치코리아, 2014. 5, pp.1-504.

권수철, (양밍쯔위), 부자 대 서민 전쟁,
인서트, 2014. 3, pp.1-312.
김선영, (닐 어윈), 연금술사들, 비즈니
스맵, 2014. 1, pp.1-616.
김 준, (사토 마사루), <21세기를 여는
대화>를 읽고 해석하다, 에이케이
커뮤니케이션즈, 2014. 6, pp.1-312.
노승영, (칼레 라슨ㆍ애드버스터스), 문
화 유전자 전쟁, 열린책들, 2014. 6,
pp.1-432.
류동수,

(한스

222.
이강국, (로버트 쉴러), 비이성적 과열,
이영진, (피터 힌센), 뉴노멀, 흐름출판,
2014. 1, pp.1-310.
이진원, (에릭 슈미트ㆍ제러드 코언), 새
로운

디지털

시대[개정판],

알키,

2014. 7, pp.1-520.
이한음, (에릭 브린욜프슨ㆍ앤드루 맥아
피),

제2의

기계시대,

청림출판,

2014. 10, pp.1-382.
정록엽, (데이비드 보일), 나무에 돈이 열
린다면, 황소걸음, 2014. 2, pp.1-

위르겐

크뤼스만스키),

0.1% 억만장자 제국, 새로운제안,
2014. 4, pp.1-392.
박기영, (아티프 미안ㆍ아미르 수피), 빚
으로 지은 집, 열린책들, 2014. 10,
pp.1-320.
박 별, (앤드류 카네기), 부의 복음, 예
림북, 2014. 4, pp.1-260.
박세연, (사이드 돌라바니), 밈노믹스,
엘도라도, 2014. 11, pp.1-444.
박인섭, (버나뎃 지와), 포춘 쿠키의 법
칙, 매경출판, 2014. 8, pp.1-276.
박인수, (비탈리 기베르트), 미래 모델링,
정신세계사, 2014. 6, pp.1-360.
박종윤, (롤프 옌ㆍ미카 알토넨), 르네상
스 소사이어티, 2014. 2, pp.1-150.

272.
정성우, (리처드 쿠), 밸런스시트 불황으
로 본 세계 경제, 어문학사, 2014.
10, pp.1-508.
정은아, (존 몰딘ㆍ조노선 테퍼), 코드 레
드, 매일경제신문사, 2014. 5, pp.1400.
정재창ㆍ이재영ㆍ장정임, (대니얼 데니슨
ㆍ로버트 후이즈버그), 전략을 넘어
문화로, 이담북스, 2014. 2, pp.1264.
정 향, (마크 해치), 메이커 운동 선언,
한빛미디어, 2014. 5, pp.1-216.
한석주, (야스오카 히로미치ㆍ다나카 다
이스케ㆍ기노시타 겐), 스마트머니,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7, pp.1-150.

박지훈ㆍ류희원, (로버트 스코블ㆍ셸 이

한성희, (맥켄지 펑크), 온난화라는 뜻밖

스라엘), 컨텍스트의 시대, 지앤선,

의 횡재, 처음북스, 2014. 6, pp.1-

2014. 3, pp.1-384.
백인수, (마스다 무네아키), 라이프스타
일을 팔다, 베가북스, 2014. 1, pp.1224.
안세민, (대니 돌링), 100억 명, 알키,

376.
허유영, (레이스하이), G2 전쟁, 부키,
2014. 11, pp.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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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 문화경제학
이경식, (센딜 멀레이너선ㆍ엘다 샤퍼),
결핍의

경제학,

알에이치코리아,

2014. 3, pp.1-476.
이경식, (폴 폴락ㆍ맬 워윅), 소외된 90%
를 위한 비즈니스, 더퀘스트, 2014.
1, pp.1-320.
이주형ㆍ조은경, (봅 로드ㆍ레이 벨레즈),
융합하라, 베가북스, 2014. 1, pp.1338.

Ⅲ. 論

文

채진익, “독립적 구상보증상의 지급청구

A 일반 경제학 및 경제학 교육

와 그 사례 연구,” 무역학회지, 제
A0 일 반

39권

강형철ㆍ장하성, “한국 대규모기업진단에

pp.417-442.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14,

서 내부자본시장과 대리인 문제: 그
룹 현금보유의 역할,” 금융연구, 제

A1 일반 경제학

28권 제2호, 한국금융연구원, 2014,

강삼모ㆍ조유정, “국가신용등급 변화의 영

pp.101-135.

향과 시사점: 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
으로,” 금융지식연구, 제12권 제3호,

김광열, “이명박 정부의 방위산업 신성장
동력화와 국방연구개발,” 국제지역

명지대학교

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

pp.223-251.

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4, pp.205-

금융지식연구소,

2014,

김경미,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의 시민사
회 발전에 대한 일고찰,” 국제지역연

232.
라수정, “사회과학으로서 행정학의 과학성

구, 제18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

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연구, 제40

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4, pp.131-

권 제1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원, 2014, pp.85-116.

155.
김광수, “현대 과학철학 및 경제철학의

오형석, “칼만필터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흐름과 스미스의 과학 방법론에 관

중립금리 추정,” 금융연구, 제28권

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62집 제1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2014, pp.126.

호, 한국경제학회, 2014, pp.133-170.
김우철,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형

이상욱, “인간 조건 하에서의 합리성: 진

성: 개인자료에 의한 미시적 접근,”

화, 공감, 제도,” 한국경제분석, 제

응용경제, 제16권 제1호, 한국응용

20권 제2호, 한국금융연구원, 201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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