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정리뷰』투고 안내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은 국민계정 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이
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계정과 관련된 동향과 분석자료, 새로운 통계 및 분석기법 등
에 대한 연구자료를 종합 ․ 수록하여 『국민계정리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동 책
자에 게재되는 원고는 한국은행 직원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원고
게재를 희망 하는 분은 다음의 요령에 의거 원고를 작성 ․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주제>
◦ 국민소득, 산업연관, 국제수지, 자금순환, 계절변동조정, 초단기예측, 지수이론, 표본
설계 등 국민계정의 편제 및 분석에 관한 연구

<원고 투고요령 및 게재>
◦ 본지의 발간기준일(3월, 6월, 9월, 12월 말일)을 참고하여 발간 2개월 전까지 원고
및 파일을 제출
◦ 원고 제출시 저자의 이력서 및 영문성명, 소속기관 및 그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자택주소와 전화번호를 별지에 기재하여 송부
◦ 제출된 원고는 행내외 전문가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친 후 『국민계정리뷰』 편집위
원회가 수록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수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원고작성 요령>
◦ 원고는 A4용지에 글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글씨 크기는 본문 11, 각주 9의 크기
로 하여 행간은 160으로 설정하고 분량은 A4용지 30매 내외로 작성
◦ 원고의 처음은 제목, 저자명, 요약, 목차 등을 포함하고 요약은 첫 장을 넘지 않도
록 작성
◦ 본문의 장 ․ 절 구분은 Ⅰ, 1, 가, (1), (가)의 순으로 하며, 원고 작성은 한글을 원칙
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 사용
◦ <표> <그림>의 일련번호는 장절 구분하지 않으며 글씨체는 돋움(표 제목 10, 표
내용 10, 표 주석 9)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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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은 동양문헌의 경우 가나다순, 서양문헌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기
재순서는 저자명, 논문명, 서명, 호, 발행처, 연도, 인용쪽의 순으로 기재하며 이중
논문명은 “ ”로, 서명은 동양문헌의 경우『 』, 서양문헌의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

<문의처>
(04531)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 (남대문로3가 110)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국민소득총괄팀 『국민계정리뷰』 담당자 앞
전화 : (02)759-4368, 4283

팩스 : (02)759-4387

E-mail : bokstat3@bok.or.kr

『국민계정리뷰』수록 원고 목록 안내
『국민계정리뷰』각 호에 수록된 원고의 목록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의 ① 조사 ․
연구－② 종류별자료－③ 계간－④ 국민계정리뷰에 게시되어 있으며 매분기마다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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