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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포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신규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본 학회 한국경제포럼은 지난 2016년 3월 25일 정관 개정을 통해 정식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편집위원님들과 회원님들의 기여에 힘입어 짧은 시간에 한국
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경제포럼은 이론적·계량적 모형을
통한 정책시사점 도출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논
문을 지향합니다. 우리 경제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을 지향합니다. 앞으로도 한국경제포럼을 독
보적인 ｢한국경제 정책연구｣ 학술지로 발전시켜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시사점이 많은 영향
력 있는 논문들을 게재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투고와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한국경제포럼에 게재 된 모든 논문은 http://www.kea.ne.kr/publication/kef/article
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 The Korean Economic Review (KER)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영문학술지인 KER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이며, SSCI 및
Scopus 등재학술지입니다. 앞으로도 KER이 국제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KER에 게재 된 논문에 대한 많은 인용 및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KER에 게재 된 모든 논문은 http://www.kea.ne.kr/publication/ker/article 또는
http://www.kereview.or.kr/main/ 에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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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제학연구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본 학회 경제학연구가 지난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제도는 2015년도에 처음 시행되어
15종의 학술지가, 2017년도에는 34종(사회과학 12개, 인문예체 4개, 과학기술 18개)가
선정되었습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2017년도 처음으로 경제학연구가 우수등재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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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된 것입니다.
경제학연구에 게재 된 모든 논문은 http://www.kea.ne.kr/publication/kjes/article 에
서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5. KER 투고 및 심사 EE-System으로 변경
KER이 SSCI와 Scopus 등재지가 되면서 해외 투고가 많아짐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KER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인 EE-System을 이
용하게 되었습니다. 투고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EE-System으로의
변경은 지난 2019년 9월 16일 투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https://editorialexpress.com/cgi-bin/e-editor/e-submit_v18.cgi?dbase=kereview

6. <경제토론> 사이트 오픈
<경제토론>은 경제학자들 간의 토론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경제토론>은 시카고
대학의 IGM Forum(igmchicago.org)을 모델로 하여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들
의 견해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 토론장에서는 경제토론운영위원회가 선정
한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 1~3개에 패널이 답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을 실명으로
공개합니다. 패널은 청람상 및 한국경제학술상 수상자, 명예회장, 한국경제학회 학술지(경
제학연구, KER, 한국경제포럼) 편집위원회 구성원 중 참여에 동의한 학자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학회원도 댓글을 통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경제토론>이 시의 적절하게 경제
학계의 논의를 이끄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7차례의 설문이 진행되었
습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ea.ne.kr/survey/read?id=23&no=N
<경제토론>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원 여러분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
청 드립니다.

7. 경제학교육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본 학회는 지난 11월 12일(목), 14:00-17:3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개발
연구원과 공동 주최, 한국경제교육학회 주관으로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경제학교육위원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
인호 한국경제학회 회장(서울대)의 개회사,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이윤호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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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장(순천대)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발표는 박영석 경인교대 교수, 장경호
인하대 교수, 김용민 부산교대 교수가 참여하였으며, 패널토론은 한경동 경제학교육위원
회 위원장(한국외대)의 사회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박철용 서울국제고등학교 교
사, 심재학 한국개발연구원 박사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
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8. 한국경제포럼 세미나 개최
본 학회는 지난 11월 20일(금), 13:30-17:3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경제
학회 한국경제포럼편집위원회 주최로 ‘성장잠재력 제고와 분배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 회장(서울대)의 개회사로
시작된 세미나에서는 주제별로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어서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
습니다. 본 세미나는 성장잠재력 제고와 분배개선 문제에 대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전문가
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
다. 본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9. 공동세미나 개최
본 학회는 지난 11월 25일(수), 13:30-18:30, 서울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퀸룸에서 통
일부, 산업연구원, 고려대 경제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신한반도체제와 북한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이인호 한국경제학회
회장(서울대)의 개회사, 장지상 산업연구원 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신한반도체제
와 북한경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어
서 ‘신한반도체제와 북한경제’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6편의 발표가 이루
어졌으며, 11명의 토론자가 참가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
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10. 정책심포지엄 개최
본 학회는 지난 11월 27일(금), 13:00-16:3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위원
회,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후원으로 ‘빅테크와 금융산업: 경쟁, 협력, 진화’라는 주
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이인호 한국경제학회 회장(서울대)의 개
회사,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발표는 신원근 카카오페
이 CSO,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이 참여하였으며, 이어서 패널토론은 ‘금융산업
의 진화를 위한 경쟁-협력의 균형’이라는 세부 주제로 강경훈 동국대 교수의 사회, 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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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이경원 동국대 교수, 이정명 토스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국
장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
습니다.

11. 공동 심포지엄 개최
본 학회는 지난 12월 2일(수), 14:00-18: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사회과
학협의회, SSK지원사업단과 공동 주최로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과 대책’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김정식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의 개회사, 이인
호 한국경제학회 회장(서울대)의 환영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축사로 시작되었습
니다. 주제발표 세션에는 3편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패널토론은 ‘한국의 경제
적 불평등과 정책과제’라는 세부 주제로 5명의 토론자가 참가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
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12. 2020년도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 및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0년도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가 2021년 2월 4일(목), 13:15~14:00, 코로나19로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행사로 개최됩니다.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2107919744?pwd=cTFrOWc5cDlLTW9RM3hFZ0EwNmV2dz09
10분 전에 Zoom Room이 오픈되며, 위의 Zoom Link를 클릭하시면 해당 룸으로 이동됩
니다. ID/PW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에 본인 PC에 Zoom 앱이 깔려 있어야 합
니다.) 정기총회가 마쳐지면 바로 본 학회와 한국금융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
하는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가 ‘코로나 사태와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및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이인호 학회장(서울대)의 개회사에
이어 조성욱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이 ‘2021년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로 참석합니다. 또한,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코로나 사태와 금융글로벌화’, 정인
석 한국외대 교수가 ‘디지털 경제의 산업, 규제, 경쟁 정책’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로 참
가하며 토론자로는 신관호 고려대 교수와 권남훈 건국대 교수가 참가합니다.
또한 2/5일, 제2전체회의는 본 학회와 한국국제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코로나 19 이후
한국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본 행사 제1부에서는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2050 탄소중립, 과연 가능한가?’, 장용성 서울대 교수가 ‘기본소득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
석’, 최상엽 연세대 교수가 ‘불확실성하의 국가간 자본이동: 한국 경제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이재윤 산업연구원 박사, 이우진 고려대 교수, 편주현 고려대 교수
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이어서 제2부는 ‘국가 통계체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특별 좌담회로 진행됩니다. 본 좌담회에는 류근관 통계청장이 발표를 하며, 종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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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는 박정수 서강대 교수, 천정희 서울대 교수, 한상태 호서대 교수가 참가합니다.

13.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본 학회가 주관하는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오는 2월 4일(목)~5일(금), 코로나
19로 처음으로 모든 행사를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
회는 ‘코로나 사태와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및 미래’, ‘코로나 19 이후 한국경제의 과제’라
는 주제로 53개 경제학 관련 학회가 참가하고 4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학계, 연구
소, 정책 담당자 등 여러 다른 분야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공동학술대회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행사 안내는 학회 홈페이
지를 통해서 공지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관 협조 사항>
본 학회는 다음 기관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 서울대 경제연구소

• 신한금융지주

• 신한은행

• 예금보험공사

• 우리금융지주

• 은행연합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하나금융그룹

•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연구재단

• 한국은행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현대자동차 글로벌경영연구소

• IBK기업은행

• KB금융그룹

• KDB산업은행

• KT

• LG유플러스

• Naver

• POSCO

• SK텔레콤

• YBM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