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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Korean Economic Review (KER)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영문학술지인 KER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이며, SSCI 및
Scopus 등재학술지입니다. 앞으로도 KER이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님
들의 많은 관심과 KER에 게재 된 논문에 대한 많은 인용 및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KER에 게재 된 모든 논문은 http://www.kereview.or.kr/main/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 KER RePEc (Research Papers in Economics) 사이트 업로드 완료
KER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게재된 모든 논문들을 경제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RePEc.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PEc의 KER 관련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인용 및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http://econpapers.repec.org/article/keakeappr/

3. 경제학연구 영문명 변경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국문학술지인 경제학연구의 영문명을 지난 2013년 3월 31일
발간된 경제학연구 제61집 제1호부터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로 변
경하였습니다. 경제학연구가 SSCI 등재 등 국제학술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게재 된 논문에 대한 인용 및 적극적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연구에 게재 된 모든 논문은 창간호부터 본 학회 홈페이지 www.kea.ne.kr 발
간물 부분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제학연구 2017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는 계속평가 대상 등재학술지(올해 연구재단 계
속평가 대상 등재학술지는 모든 학문분야 680종 내외) 중 심사 결과 85점 이상의 등재학
술지 가운데 당해 연도 계속평가 90점 이상의 학문분야별 상위 10% 내외 수준의 학술지
를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 학문분야별 상위 10% 내외 수준
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재단에서 우수등재학술지 기본 요건에 대해서 1차 평가를 한 후, 우
수등재학술지 추천단에서 2차로 평가하여 추천하였고, 3차로 학술지발전위원회 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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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 우수등재학술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제도
는 2015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15종의 학술지가, 2017년도에는 34종(사회과학 12개, 인문
예체 4개, 과학기술 18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경제학
연구가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것입니다.

5. 정책세미나 개최
본 학회는 지난 9월 27일(수), 12:50-17:3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
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신정부 소득주도성장 및 증세 정책 평가와 전망’이
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회식에는 한국경제학회 구정모 회장의 개회
사,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그리고 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의 환영사를 이
명환 금융연구원 부원장이 대독하였습니다. 세션 1은 이인실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성태
윤 연세대 교수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쟁점과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김대일 서울
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주상영 건국대 교
수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세션 2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가 ‘신정부 조세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강병구 인하대 교수, 성명재 홍
익대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조경
엽 한국경제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6. 국제인구컨퍼런스 개최
본 학회는 지난 10월 19일(목)~20일(금), 서울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UNFPA와 공동으로 ‘고령화시대 저출산 문제의 도전과 대
응’이라는 주제로 국제인구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본 학회가 주관 한 20일(금),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현승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이현훈 강원대 교수와 신관호 고려대
교수가 ‘Effe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on Economic Growth’라는 주제
로 발표하였고, Charles Yuji Horioka, Asian Growth Center 박사, Michael Herrmann,
UNFPA 박사,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토론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관
호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Yoko Niimi, Asian Growth Center 박사가 ‘Does Providing
Informal Elderly Care Hasten Retirement? Evidence from Japan’이라는 주제로, 최용옥
중앙대 교수가 ‘Longevity Risk in Korea’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고, 이영욱 KDI 박사
와 이태석 KDI 박사가 토론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Discussion Session은
‘Government Strategies for Low Birthrate and Ageing Population’이라는 주제로 각 기
관의 대표자로 KEA측 이현훈 강원대 교수, KASW측 정무성 박사, PAK측 이삼식 박사,
KASFS측 우천식 박사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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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세미나 개최
본 학회는 지난 10월 20일(금), 14:00-18:30,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10호에서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분배정의와 복지: 우리 사회의 나아갈 길을 찾
아서’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류근관 서울대 교수의 환영사,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과 주병기 분배정의연구센터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제1부
에서는 김경근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이봉주 서울대 교수가 ‘분배적 정의와 아동복지’, 이
우진 고려대 교수가 ‘소득과 부의 불평등’, 김안나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삶의 질과 불평
등’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구인회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박정
민 서울대 교수가 ‘가계부채와 삶의 질’, 이철희 서울대 교수가 ‘고령빈곤’, 홍석철 서울대
교수가 ‘의료혁신을 통한 건강불평등 해소’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8.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본 학회는 지난 10월 24일(화), 13:00-18:00,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NEAR재단과 공동으로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경제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회식은 한국경제학회 구정모 회장의 개회사, NEAR재단 정덕구 이사
장과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NEAR재단 정덕구 이사
장이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세션 1에서
는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김정식 연세대 교수, 기획재정부 김정관 실장, 김도훈
경희대 교수,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가 한
국 경제생태계 분석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션 2에서는 이근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 이삼식 한양대 교수,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실장, 이정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고려
대 교수가 세션 1에 이어 한국 경제생태계 분석에 대한 각 분야별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
션 3은 외환위기 20년, 한국경제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의 사회
로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주훈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송의영 서강대 교수, 이근 서울대 교수, 이현훈 강원대 교수가 각각 참여하
였습니다.

9. 영남지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본 학회 영남지회는 지난 10월 27일(금), 13:00-18:00, 부산 부경대 환경해양관 1층
대회의실과 인문사회과학대 2층 각 강의실에서 한국지역사회학회, 부경대 경제사회연구
소, 부경대 SSK 산업생태계연구단과 공동으로 ‘저성장시대 한국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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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회식에는 김종한 한국지역사회학회장
의 개회사, 한국경제학회 영남지회장인 장지상 교수님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
정우 경북대 교수가 ‘한국경제의 아킬레스의 건’이라는 주제로, 황한식 부산대 교수가 ‘분
권사회 지역발전전략과 시민주체강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루어진 분과세션에서는 ‘지역경제’, ‘사회문화’, ‘지역고용’, ‘지역복지’, ‘대학원세
션 및 기타’, ‘부경대 SSK산업생태연구단’이라는 각각의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10. 2017년도 ‘청람상’ 후보자 공개 추천
2017년도 청람상 후보자 공개 추천을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1) 지원자격: 회장의 임기개시년도 12월 31일 현재 만45세가 되지 않은 경제학자로
서 국내 대학, 연구소 및 기타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제학자.
2) 심사대상 연구물: 지원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간한 저서, 논문 및 기타 연구물
을 우선 심사대상으로 한다. 지원자는 이 중 3편을 대표연구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출간예정 저서, 논문 및 기타 출간물의 경우 출간예정임을 증명하는 증빙서(예: 학
술지 편집자 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단, 청람상을 2회 이상 지원할 시에는 경과기
간 동안 출간된 연구물을 대표연구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추천 마감일: 2017년 11월 30일(목)까지.
4) 서류 제출: 피추천자의 심사대상 대표 연구물 3편(복사본 가능)과 이력서 1부, 최근
5년 동안의 실적 간단 정리한 내용 1부를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이메일 제출 가능,
양식 1 참조).

11. 2017년도 제3회 ‘최호진학술상’ 후보자 공개 추천
본 학회는 지난 2009년 2월 12일 정기총회에서 한국인 경제학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
고 한국경제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호진학술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도 제1회 수상자는 윤석범 명예교수님(연세대), 2015년 제2회 수상자는 이종원 명예교수
님(성균관대)이셨습니다. 금년에는 제3회 ‘최호진학술상’ 후보자 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1회 신태환학술상 수상자는 김윤환 명예회장님(고려대), 제2회 수상자는 변형윤
명예회장님(서울대), 제3회 수상자는 박우희 명예회장님(서울대)이셨습니다).
최호진학술상 후보자는 한국경제학회 정회원을 통한 공개 추천 또는 최호진학술상 전
문위원회의 탐색을 통한 추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서 깊은 한국경제학회의 ‘최호진학술
상’ 수상자로서 적합한 후보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1) 지원자격: 한국인 경제학자로 국내 대학, 연구소 및 기타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45세 이상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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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천자격: 한국경제학회 정회원을 통한 공개 추천, 최호진학술상 전문위원회의 탐
색을 통한 추천.
3) 심사대상 연구물: 심사대상자가 평생 동안 경제학과 한국경제 발전에 학문적으로
기여한 업적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4) 추천마감일: 2017년 11월 30일(목)까지.
5) 서류제출: 추천서, 피 추천자의 심사대상 대표 연구물, 이력서를 한국경제학회 사무
국으로 제출(양식 2 참조).

12. 2017년도 제2회 ‘한국경제학술상’ 후보자 공개 추천
본 학회는 지난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경제학 연구의 학문적 수
준을 향상시키고 한국경제에 대한 경제학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경제학술상
위원회를 만들었고 매년 한국경제학술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경제학술상
기금은 2015년 회장이셨던 이지순 명예회장님이 모금한 자원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집니
다. 한국경제학술상 후보자 추천은 자천과 타천 모두 가능합니다. 후보자 추천 관련한 사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자격: 국내 대학, 연구소 및 기타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경제학자.
2) 심사대상 연구물: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해외 및 국내 학술
지에 게재된 한국경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경제
를 포함한 소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논문도 포함.
3) 추천마감일: 2017년 11월 30일(목)까지.
4) 서류제출: 피 추천자의 심사대상 대표 연구물 (1편 혹은 최대 2편, 특히 2편인 경우
심사 받기를 원하는 연구물 1편을 꼭 지정해 주시기 바람. 복사본 가능)과 이력서
1부를 추천서와 함께 한국경제학회 사무국으로 제출(이메일로 제출 가능, 양식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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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한국경제학회 2017년도 청람상 후보 추천서
1. 추천자 성명 및 소속:
2. 피추천자 성명 및 소속:
3. 피추천자 생년월일:
4. 피추천자 약력:
5. 피추천자 심사대상 대표 연구물
(지원마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간한 저서, 논문 및 기타 연구물이 우선 심사대
상임. 지원자는 이중 3편을 대표연구물로 제출)

2017년

월

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추천자

사단법인 한국경제학회장
청 람 상 심 사 위 원 장

귀하

(인)

한국경제학회 소식

<양식 2>

한국경제학회 2017년도 제3회 ‘최호진학술상’ 후보자 추천서
1. 추천자 성명 및 소속:
2. 피추천자 성명 및 소속:
3. 피추천자 생년월일:
4. 피추천자 주요 약력 및 주요 연구물(필요시 기재) :

2017년 11월

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추천자

사단법인 한국경제학회장
최호진학술상위원회 위원장

귀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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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한국경제학회 2017년도 제2회 ‘한국경제학술상’ 후보 추천서
1. 추천자 성명 및 소속:
2. 피추천자 성명 및 소속:
3. 피추천자 생년월일:
4. 피추천자 약력:

5. 피추천자 심사대상 대표 연구물
(2016년 12월 1일~2017년 11월 30일까지 게재 된 논문)

2017년

월

일

위와 같이 추천 합니다.

추천자

사단법인 한국경제학회장
한국경제학술상위원장

귀하

(인)

<기관 협조 사항>
본 학회는 다음 기관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재)경기테크노파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기아자동차
• 농협은행

• 금융감독원
• 농협금융지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 삼성전자
• 신한금융그룹

•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증권
• 예금보험공사

• 우리은행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하나금융경제연구소

• 전국은행연합회
• 포스코경영연구원
• 하나금융그룹

• 한국가스공사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거래소
•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연구재단
• 한국전력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은행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미경제학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

• IBK기업은행

• KB금융그룹
• KT

• KEB하나은행
• POSCO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