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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는 한국경제연구학회의 국문학술지로서 한국경제의 핵심과제
에 관한 이론정립, 실증분석 및 정책제언 등 한국경제 전 분야에 걸쳐 자주적이
고 독창적인 연구논문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술지는 학술논문 외에도 한국경제의 현실을 이해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
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정책보고서와 원로학자
의 연구를 정책논문과 초빙논문으로 게재하고 있다. 정책논문과 초빙논문도 학술
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본 학술지는 논문저자와 논문심사자 및 편집위원 사이의 원활한 토의와 엄격
한 심사과정을 통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학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년에 4회
발간되며, 발간예정일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이다.


투고요령
1.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이어야 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경제연구학회가 갖는다.
2.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메일로 논문을 제출한다. 당해 연도 비회원인 경우
는 별도로 사무국(www.akes.or.kr)을 통하여 학회에 가입해야 투고가 가능하
다(저자 중 1명만 학회 회원이라도 가능). 투고시 심사비 10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급행 논문심사(10일 이내 1차 심사결과 통보)를 원하는 경우 심사비는
30만 원으로 한다.
3. 논문의 게재가 확정되면 일반논문은 10만 원, 연구비 수혜논문은 30만 원, 정
책논문은 50만 원의 게재비를 납부한다. 단, A4 기준으로 20쪽을 초과하는 경
우 초과 1장당 1만 원의 게재비가 추가된다.
[논문제출처] 한국경제연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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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작성요령

1. 원고는 A4 용지에 작성하되, 글씨 크기, 줄 간격, 상하 좌우 여백 등은 한글
default option(글씨 크기 10, 줄간격 160%, 위 20mm, 아래 15mm, 좌우
30mm 등)을 따른다. 표지를 제외한 모든 쪽에 일련번호를 넣으며, 논문구성
은 표지, 본문, 부록, 참고문헌의 순서로 한다. 논문은 A4를 기준으로 20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20쪽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1장당 1만 원의 게재
비가 추가된다. 워드로 작성된 논문도 한글로 작성된 논문에 준한다.
2. 표지는 다음 순서로 작성한다.
1) 논문 제목
2) 저자 이름
3) 100단어 이내의 국문초록
4) 5개 이상의 핵심용어(Keywords)
5)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JEL Classification)
6) 각주에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주저자․
교신저자․공동저자, 사사(acknowledgement) 및 연구지원기관의 이름 등
을 넣는다. 표지의 각주에는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7) 국문초록 뒤에는 100단어 이내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초록에는 논문
제목, 저자 이름, 영문초록(Abstract), Keywords, JEL Classification이 포
함되어야 하며, 각주에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처(전화번호, E-mail
주소), 저자 구분(First Author, Corresponding Author, Coauthor)을 표시
해 준다.
3. 본문의 구분은 절, 항, 목의 순으로 배열하되, 절은 ‘Ⅰ, Ⅱ, ……’, 항은 ‘1, 2,
……’, 목은 ‘(1), (2), ……’와 같이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4. 수식은 식의 우측에 ‘(1), (2), ……’와 같이 일련번호를 붙여서 사용한다. 수식
도출과정 중 논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심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별지
에 적어 논문과 함께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5. 그림과 표는 <그림 1>, <표 1> 등의 일련번호로 표시하며, 자료의 출처를 밝
혀준다.
6. 참고문헌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김정수(1992)는 ……” 또는 “많은 논문이(Hausman et al., 1995; 김정수,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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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주(footnote)는 해당 쪽의 하단에 넣고 미주(endnote)는 사용하지 않는다. 본
문의 각주에는 “1), 2), ……”와 같이 일련번호를 붙인다. 각주에는 수식의 사
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도표의 사용을 피한다.
8.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만 포함시키며, 한글문헌, 동양문헌,
영문문헌, 기타 순서로 배열한다. 저자(저자가 없을 때에는 발행기관) 이름에
따라 한글문헌은 가나다, 영문문헌은 ABC 순서로 정돈한다.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로 저자 이름을 대체하고, 발행일 순서로 나열한다.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2개 이상일 경우는 연도 뒤에 a, b, c를 표기해 구분한다.
9. 논문제목은 따옴표(“ ”)로 표시하며, 학술지․보고서․저역서 이름은 한글과
동양문헌의 경우는 이중꺾쇠( ) 안에 넣고, 영문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시
한다. 번역서의 경우는 괄호 안에 원저자와 문헌이름 등을 표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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