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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조 준 모(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수석 부회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원 여러분,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하지만 봄이 성큼성
큼 다가오는 시점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도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학술활동에 많은
발전이 있으시길 빕니다.
저는 현재 학회의 수석 부회장직을 맡고 있
고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고용노사관계
26대 회장으로서 학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우리 고용노사관계 학회는 1989년 선
배 교수님, 박사님들의 노력으로 창립되어 현
재 모습으로 발전해 온 대한민국의 노사관계
역사와 궤를 같이한 핵심학회로 발전을 거듭
해 해오다가 2018년 7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International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 Association,
ILERA) 세계대회를 유치하게 되어 글로벌
리딩 학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
회장이신 김동원 회장님의 노고로 학회의 더
큰 유산을 남기게 된 쾌거라 판단됩니다. 현
재 이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들이 차분히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을미년 올 한해에도 우리 노사관계는 미래
한국사회의 변화에 맞는 혁신을 요구받고 있
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학회에
거는 사회적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차기
학회장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거시 방향성을 가지고 학회사업
들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학회는 학문적 수월성을 유지 발
전시키는 본연의 기능이 새삼 강조되어야할
것입니다. 로컬니즈에 의한 그때그때의 수요
맞춤형 지식을 공급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
미가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양질의 연
구를 공급하는 것이 학회의 기본기능일 것입
니다. 세계학회를 한국에서 유치하는 만큼 글
로벌 학문세계를 리딩해 갈 수 있도록 학문적
수월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배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사회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
관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
니다. 그간 우리 노사관계는 짧은 시간에 많
은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것도 있지만 사회•경
제의 환경변화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 온 측면
도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한국의 사회•
경제는 초고속 압축 저출산•고령화와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의 소멸이라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현
실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학회가 변화
하는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노
사관계의 변화방향을 유도하기 위해 비젼과
액션플랜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요청받는 시점
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회원님들께서 왕성
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셨지만 이런 변화방향
을 선도하기 위해 학회차원에서 전문성에 기
반한 조력을 보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능동적

으로 제공해야 하는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셋째, 노사관계 커뮤니티에서 통상임금, 정년
제, 근로시간단축이라는 현안이 금년 중에 해
결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이중노동시장 구
조개선과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만성적인 이슈
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주제들은 특
정시점에 종료될 사안이 아니라 사회적 컨센
서스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의 특성이
노사관계의 범위 내에서는 당장의 해법을 찾
기 어려우며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
해서는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논의의 범
위를 경제•사회 이슈로 좀 더 확대될 필요성
이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학회에 가면 좋은 지인들을 만나
서 반갑고 선후배 학자들이 상호교류하여 기
쁘고 노사를 떠나서 노동커뮤니티 가족들은
무조건 서로 도와주어 모두가 발전하는 분위
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사관계, 노동법, 노
동경제의 삼분야의 학제간 융복합 정신이 우
리 학회의 전통이고 학자들과 현장전문가들이
허물없이 상호교류하는 소통의 플랫폼이 우리
학회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인 만큼 단일 학
문분야의 학회보다 더 알차고 더 자유롭고 더
큰 만족도와 지지를 받는 학회 분위기가 되도
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회
회원님들께서 학회의 더 큰 울타리가 되어 주
십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가내에 두루 다복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ILO 사무총장 Guy Ryder 예방
1월 27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
김동원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이 국제노동고용
관계학회(International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 ILERA) 차기 회장의
자격으로 Guy Ryder 사무총장(Directer-General)
을 예방하여 국제노동기구와 국제노동고용관계
학회 사이의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
습니다.
주된 논의사항으로는 첫째, ILO와 ILERA가
MOU를 채결하여 그간 비공식적으로 시행되던
상호 협력지원 방안을 공식화 하기로 의견을 모
았습니다.
둘째, ILERA의 세계학회(World Congress)와 지
역학회(Regional Congress)에서 ILO와 ILERA가
ILO 사무총장 예방(2015. 1. 27)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Guy Ryder(ILO 사무총장), 김동원 교수(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차기 회장)
셋째, 노사관계 분야의 젊고 유능한 신진학자,
학생들을 ILO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
고 ILO의 Staff로 고용될 수있도록 ILERA와
ILO가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5년 동계학술대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2015년 동계학술대회가 1월

회원 동정

◎

23일 아래와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University의 Bruce Kaufman 교수가 편집하

여 2014년 8월에 발간한 The Development

150명 이상의 인원이 모여 대성황을 이룬 이번 동

·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cross

게학술대회는 HRM, 노사관계, 사회 정치학, 노동경

Nations(Edger

제, 노동법학 등 5개 분야의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Elgar,

Northampton,

MA,

USA)에 공저자로 참여하여

분야에 걸쳐 활발한 연구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 일 시 : 2015년 1월 23일(금) 13:30~18:00
□ 장 소 : 성균관 대학교 경영관 3층
□ 주 최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이영면(동국대)교수가 미국 Georgia State

13.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South Korea를 집필하였습니

다. 더불어 2015년 3월에 고용관계론, 5판 개

◎

정판(서울: 경문사)을 출간하였습니다.

李光澤) 고문(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국

이광택(

제노동사회법학회 ISLSSL 부회장)이 2014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ISLSSL,
ILO와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가 주최한
Asian Conference on Globalization and Labor
Administration: Cross-Border Mobility, Social
Security and Regional Integration에서 프로그램

진행과 "The

Legal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 in Korea"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학회 회원 자격의 조정

◎ 학회

회원의 자격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일반회원’으로 구

◎

분하기로 했습니다.
정회원 자격은 매년 연회비 5만원을 납부하
거나, 평생회비 30만원을 납부한 회원에게 부
여합니다.

◎ 학회 저널(‘산업관계연구’)에 투고는 정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나 일반회원이 투고를 원하는

2015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안내

17번째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nternational Labor
and Employment Relations Association, ILERA)가

남아공 Cape Town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학회의 테마는 “The Changing World of

경우 10만원의 투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학회 저널은 정회원과 투고료를 납부한 일반
◎

회원에 한하여 배포합니다.
학회 회비와 투고료 납부를 위한 계좌는 아
래와 같습니다.

Work: Implications for Labour and Employment
Relations and Social Protection”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5년 9월 7일~11일
□ 장 소 : 남아공 Cape Town, Southern Sun 호텔
□ 주 최 : ILERA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회비 및 투고료 납부 계좌
기업은행: 221-164222-01-012
(예금주: 한국노사관계학회)

임원의 학회 기여금 조정

◎ 학회 회장단, 상임이사 및 이사는 모두 ‘정회

원’의 지위를 획득하여야 하며, 학회 부회장
은 연 20만원, 이사는 연 5만원의 별도 기여
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단, 상임이사의 경우 학회 활동 기여도를 고
려해 정회원 회비 및 기여금을 면제합니다.

◎ 편집위원회

위원장: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

◎ 감사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명숙(전남대 경영학)

◎ 상임이사

총무: 김기선(한국노동연구원), 김혜진(세종대
경영학)
기획: 강창희(중앙대 경제학), 권순식(창원대

회원가입방법 안내

경영학), 김동배(인천대 경영학)
연구:

김기승(부산대 경제학), 박희준(서울대

경영학)

◎ 회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학회사무국 간사

(윤희상 : 010-5580-4088)에게 연락하시거나,
kirra.or.kr@hanmail.net으로 가입신청서를 보

내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학회 회원들께는 연간 발행하는「산업관계연
구」와「소식지」가 발송되며, 저희 학회주관
◎

학술: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 도재형(이화
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사

강순희(경기대 직업학), 권상순(선문대 경영
학), 권 혁(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김광현
(고려대 경영학), 김기태(상명대

경영학),

학술대회와 관련된 각종 Proceedings 등을

김동헌(동국대 글로벌경제통상학), 김병식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대 경영학), 김상호(광주과학기술원),

회칙에 의거하여 3년간 회비 미납시 회원자

김영기(LG),

격이 상실됩니다.

원), 김영조(부경대 경영학), 김우영(공주대

김영문(전북대

법학전문대학

경제통상학), 김인재(인하대 법학전문대학

25대 임원진 명단

◎ 회장

원), 김재구(명지대 경영학), 김주일(한국기
술교육대 산업경영학), 김진영(고려대 경제
학), 김홍영(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

:

환일(한국경영자총협회 인재개발원), 김희

김동원(고려대 경영학)

◎ 수석부회장

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류기철(충북대
:

조준모(성균관대 경제학)

◎ 부회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명준(한국노동연
김태현(민주노

총), 노용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유경준(한국개발연구원), 유성재(중앙대 법학
전문대학원), 이동응(경영자총연맹), 이명관
(LG), 이장원(한국노동연구원), 이정(한국외

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식(한국노동조
합총연맹), 이정일(삼성경제연구소), 정형중
(현대자동차), 조돈현(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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