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I N V I TAT I O N

존경하는 학회 회원 여러분,
새해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만,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뜻 하는 바 모두 이루시면서 건강과 행복,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즐거움과 여유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동계학술대회

사회적 대화 또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우리

최근 고용·노동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노동권 등 주요 노동이슈들을 둘러싼
학회가 고용노사관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회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혜안이 더욱 발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관계, 노동법, 노동경제라는 세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주옥같은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 국제노동기준과 근로시간제도, 일터혁신, 노조
참여, 중장년층 경제활동 재참가. 여성과 노동시장 등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많은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될 논문 모두가 우리 노동현실에서 해결되어야 할 이슈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일시

2019. 2. 26. (화) 13:30 ~ 18:00

장소

고려대학교 CJ법학관 B102호, B101호, 512호

주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후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학회 회원 여러분들, 훌륭한 논문
발표를 맡아주신 발제자분들, 그리고 토론과 사회를 맡아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윤 윤 규

드림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CJ법학관
●

지하철 : 고려대역 하차(6호선 1번출구) - 경영관 앞 → 중앙도서관 옆

●

버 스 : 간선버스 100, 110, 130, 141, 144, 148, 163, 273, 410
지선버스 1017, 1111, 1125, 1147, 1213, 1216, 1222, 1411, 2111, 2222, 7211
광역버스 1001

※ 발제자 및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_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총무이사 : 이상호, 정흥준 E-mail : kirra.or.kr@hanmail.net / 간사 : 강련승 H·P : 010-4072-9876

프로그램

노사관계 논문 발표
>> 노사관계A, 14:00~15:40

개 회 식 (B101호 리베르타스홀)
13:30 ~ 13:50 (20‘) 등록 및 안내

논문 제목

13:50 ~ 14:00 (10‘) 개회사 윤윤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대중음악 예술인들의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대한 결정요인

14:00 ~ 15:40(100‘) 제1부

노동법학A
(B102호 베리타스홀)

노사관계A
(B101호 리베르타스홀)

노동경제학A
(제512호 최고위과정실)

15:40 ~ 16:00 (20‘) Coffee Break

노사관계B
(B101호 리베르타스홀)

노동경제학B
(제512호 최고위과정실)

18:00 폐 회

토론자

양종민
조혁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후 연구원)
김형탁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 노사관계B, 16:00~18:00

논문 제목

16:00 ~ 18:00(120‘) 제2부

노동법학B
(B102호 베리타스홀)

노조몰입과 노조참여의 선행요인 분석 및
노조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 장홍근(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본부장)

발제자

김광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회: 김혜진(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발제자

토론자

파업에 대한 언론보도가 파업행위에 미치는 신민주(고려대학교 석박통합과정 수료)
영향
김동원(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사례연구

노용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상호
노세리(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일터의 스마트화와 작업조직:비제조업을
중심으로

노세리(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미희(한양대학교 조교수)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동법학 논문 발표
노동경제학 논문 발표

>> 노동법학A, 14:00~15:40 : 직장내 괴롭힘의 법적 제문제
사회: 김희성(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문 제목

발제자

토론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쟁점 재분석

이수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김미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일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

윤문희
(동아시아지역연구소 연구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노동경제학A, 14:00~15:40

사회: 박철성(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논문 제목

발제자

토론자

중장년층 퇴직자의 경제활동 재참가 결정
요인 분석

김보민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금전적 일자리 요소들의 가치 평가 : 중소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노동법학B, 16:00~18:00 : 국제 노동 기준과 근로시간제도
사회: 하갑래(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논문 제목
근로시간에 관한 국제기준과 의의
일본의 근로시간 규제와 시사점
프랑스의 근로시간 규제와 시사점

발제자

토론자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용만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노동경제학B, 16:00~18:00

논문 제목
출산과 노동시장 진입시기
선택편의를 고려한 성별 임금격차 분석
청년 여성의 취업지역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

사회: 조준모(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제자

토론자

오선정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주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우형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