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연구』 원고 작성 및 투고 요령
『經濟學硏究』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필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송부하도록 한다.

1. 논문의 투고 요령
(1) 투고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이 아닌
창의성 있는 논문에 한정한다.
(2) 논문을 투고할 때는 본지의 발표 및 논문집 발간 일정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참고하여 본인이 필요한 시기를 결정하여 제출한다.
(3) 논문을 투고할 때는 본인이 본 학회의 세부 전공 분야(12개 분야) 중 희망 분야를 직접
결정하여 투고하되, 400자 이내의 국문논문초록과, 100단어 내외의 영문논문초록, 그
리고 3단어 이내의 핵심 주제어(key words),『經濟學文獻年報』분류 기준에 따른 논문
주제 분류 번호를 동시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한국경제학회 회원의 경우, 논문 심사료는 받지 않고 논문 게재 확정시 20만원 (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사를 명기하는 경우 30만원)의 논문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비회원의
경우,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식 회원자격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계좌 번호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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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문 제출 시 별도의 파일에 필자 성명, 논문 제목을 한글, 한자, 영문으로 기재하고
소속기관 및 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자택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논문
과 함께 제출한다.
2. 원고의 작성 요령
(6) 모든 논문은 「한글」(HWP)로 작성하고 이메일로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논
문의 분량은 다음 양식에 따라 A4용지 20매 이내로 한다. 단, 20매가 초과된 논문은
1매당 10,000원씩의 초과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① 글꼴 : 신명조체
② 글자 크기 : 11
③ 줄 간격 : 170% 또는 6mm
④ 용지 여백 : 위쪽 20mm, 아래쪽 13mm, 왼쪽 20mm, 오른쪽 20mm,
머리말 5mm, 꼬리말 5mm
⑤ 문단 여백 : 왼쪽 0ch, 오른쪽 0ch, 들여쓰기 0ch
(7) 모든 논문의 표와 그림은 영문으로 작성하고 본문은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첫머리의 필자 등의 소개를 위한 각주는 *, **, *** 등의 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에
서의 일반적인 각주는 1), 2), 3) 등으로 표기한다.
(8) 본문의 구분은 절, 항, 목 순으로 배열한다. 절은 ‘Ⅰ., Ⅱ., Ⅲ....’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목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가능하면 세분화를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ⅰ), ⅱ), ⅲ), …’을 따른다.
(9) 수식의 경우 번호 매김은 절, 항의 구분 없이 우측 정렬하여(선 없음), 괄호 속의 일련
번호로 표기한다. 세분화된 수식 번호는 ‘(1), (1)', (1)'', …’를 사용한다. 단, log,
ln, max 등의 기호는 정자체로 표기하고, a/b+c와 같이 혼돈되기 쉬운 표현은 (a/b)+c
나 a/(b+c)로 명확히 표현토록 한다.
(10) 인용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영문저자의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본문인용 작성의 예)
1) Barnett, Offenbacher, and Spindt(1984)와 조용범(1972)에서 지적된 ·····
2) 산업 정책의 기존 연구(Leon and Bradlet, 1981; Reich, 1982)들을 종합하면 ·····

3) ····· 실시해 왔다(홍길동, 1983, pp.1-15).
(11) 표와 그림의 제목, 내용, 주 등 모든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Table 1>, <Figure 2>
등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2)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을 수록하며 한글 문헌, 기타 동양 문
헌, 영어, 기타 서양 문헌 순으로 배치하고, 배열의 순서는 동양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하며, 배열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기되 구체적인 페이지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페이지 표시는 p. (pp.)로 하고 “쪽”이나 “면” 표시는 지양
한다.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
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단, 동일 저자의 저작물이 여러 편일 경우 두 번째부터는 ‘——’로 인명을 대체하되 연
도순으로 나열한다. 한글 문헌과 기타 동양 문헌은 영문 서지 사항을 병기한다.
(13) 문헌의 구체적인 표시의 경우, 논문(학위논문 포함)이나 기사 등은 따옴표 “ ”로 표
시하고, 저서 또는 역서(그리고 편저서, 학회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는 국문
또는 기타 동양 문헌의 경우 이중꺽쇠『 』으로, 영문의 경우 기호 없이 이탤릭체
로 다음 예와 같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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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誌에의 투고 또는 기타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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