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ES 이슈와 정책
1. 장세진 (2017.11), 「출산율, 왜 낮아졌을까?」
2. 강남훈 (2017.12), 「기본정치자금을 제안한다」
3. 이병희 (2018.1), 「청년실업문제」
4. 이제민 (2018.2),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5. 이상영 (2018.3),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6. 전강수 (2018.4),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 어떻게 봐야 할까?」
7. 김석진 (2018. 5), 「북한 비핵화 이후 남북경협 전망과 과제」
8. 이강국 (2018. 6),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9. 박복영 (2018. 7), 「국제 금융불안과 그 교훈」
10. 장세진 (20180 9),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을 둘러싼 오해들」
11. 송민경 (2018. 10),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쟁점과 과제」
12. 옥우석 (2018. 11), 「자영업, 정상화와 위기의 기로에서」
13. 강철규 (2018. 12), 「공정경제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14. 지만수 (2019. 1), 「미중 무역전쟁의 현황과 평가」
15. 이명헌 (2019. 2), 「산학결합 대학교육-독일의 ‘duales Studium'과 시사점」
16. 강남훈 (2019. 3),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는가」
17. 배영목 (2019. 4), 「우리나라의 리디노미네이션에 관하여」
18. 정세은 (2019. 5), 「성장전략의 전환과 맞지 않는 ‘보수적 재정기조’」
19. 이강국 (2019. 6), 「일본의 고령화와 정년 연장 :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 장세진 (2019. 7),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합리화’라고 부르자」
21. 전강수 (2019. 9), 「「반일 종족주의」, 우상 파괴인가, 혹세무민인가?」
22. 박복영 (2019. 10), 「글로벌 밸류체인, 평화의 기반에서 위협의 수단으로」
23. 남기곤 (2019. 11),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질, 현황과 개선 방안」
24. 안현효 (2019. 12), 「대학체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을 생태계로 보자」
25. 박규호 (2020. 2), 「연구개발과 혁신에 인식의 전환 있어야」
26. 배영목 (2020. 3),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하의 위기대응 경제정책수단」
27. 나원준 (2020. 5),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평가」
28. 강남훈 (2020. 7), 「 전국민고용보험인가 기본소득인가」
29. 박경로 (2020. 10),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성찰」
30. 김희삼 (2020. 11), 「코로나시대 에듀테크를 활용한 포용적 교육혁신」
31. 조복현 (2020. 11), 「완전고용과 경제안정을 위한 경제질서: 케인스와 민스키의
제안」
32. 김계환 (2021. 2), 「두 개의 무역전쟁과 GVC 구조재편」

33. 이상영 (2021. 2), 「부동산정책 왜 실패하나」
34. 유재원 (2021. 2), 「디지털 위안화와 미중 화폐전쟁의 전망」
35. 배영목 (2021. 3), 「우리나라 전세시장 변화와 정책적 함의」
36. 이재우 (2021. 5), 「경제의 역동성은 삶의 안정성에 기반한다.」
37. 정준호 (2021. 5), 「공시가격은 왜 문제인가?」
38. 전강수 (2021. 5),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비판한다」
39. 이강국 (2021. 6),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비율」
40. 정원호 (2021. 7),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허와 실」
41. 강철규 (2021. 8), 「대선주자들의 ‘공정’ 논쟁 감상법」
42. 나원준 (2021. 8), 「바이든 경제정책의 비판적 평가」
43. 김희삼 (2021. 8), 「인구충격에 대응한 교육개혁의 방향」
44. 배영목 (2021. 9), 「주택시장 불안정과 가계대출 규제」
45. 옥우석 (2021. 11), 「기본소득론과 일자리보장론에 대한 단상」
46. 전강수 (2021. 12), 「잘 알려지지 않은 국토보유세의 진실: 장점과 도입 방안」
47. 홍민기 (2021. 12), 「소득기반 사회보험과 보편적 사회수당」
48. 배영목 (2022. 2), 「코로나19 위기 하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완대책」
49. 유재원 (2022. 2), 「아베노믹스의 평가」
50. 이상영 (2022. 3), 「주거체제 전환을 위한 부동산정책의 방향」
51. 강병구 (2022. 4), 「새 정부에 바라는 세제개혁」

52. 류동민 (2022. 4), 「누구의, 무엇을 위한 공정성인가?」
53. 이강국 (2022. 5), 「윤석열 정부 재정정책 기조, 달라져야 한다」
54. 전강수 (2022. 5), 「땅은 누구의 것인가?」
55. 박복영 (2022. 8), 「팬더믹 이후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정책 대응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