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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6050-3114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경우
●지하철 2호선 : 시청역 9번 출구 5분거리
●지하철 1호선 : 서울역 3번 출구 5분거리
※주차권 제공이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_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총무이사 : 이 상 호, 정 흥 준
간

한국노동경제학회

주최:

E-mail : kirra.or.kr@hanmail.net

사 : 강 련 승 H·P. 010-4072-9876

후원:

THE KOREAN LABOR
ECONOMIC ASSOCIATION

모시는 말씀

프로그램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는 우리의 노동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봄 공동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시간

내 용

13:30 ~ 14:00  30‘

등록 및 안내
개회사: 윤윤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올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창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노동 3대 학회는

14:00 ~ 14:20

20‘

ILO 기본협약, 일의 미래, 사회적 대화, 미래세대인 청년고용 등 ILO 핵심의제들을

축 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중심으로 우리의 노동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자리가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이에 4월 4일 화창한 봄날에 공동 정책토론회를

[주제발표 1]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와 과제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의 고용·노동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고, 노동기본권,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노동이슈들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 또한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부)
14:20 ~ 15:40

80‘

당면하는 노동현실의 문제들은 노사정 등 관련주체들의 상호이해와 사회적 대화 없이

[주제발표 3]
청년 고용정책의 방향과 과제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자격연구본부장)

결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학계 및 전문가, 노사정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우리의 노동현실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혜안과 식견을 모아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5:40 ~ 16:00

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3대 학회 회원 여러분의
(2부)
16:00 ~ 18:00

2019년 4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윤 윤 규
이 인 재
송 강 직

중간휴식

사회: 최영기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끝으로 이번 정책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후원해 준 고용노동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2]
고용혁신과 사회적 대화의 미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8:00

120‘

[종합토론]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김홍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발제자 3인 : 이승욱, 이장원, 채창균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