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토론회 진행(유튜브 생중계)
유튜브에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검색 또는
https://youtu.be/jWZT25t6jYw 접속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2년�동계학술대회
일시 Date

시간
14:00~14:10

2022. 2. 17(목) 14:00

장소 Venue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4

세부사항
개 회 사 김기승ㅣ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축

사 안경덕ㅣ 고용노동부 장관

1부 특별세션 온라인 생중계(Youtube)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고용전략과 사회적 대화 2.0전환
14:10~15:40

사회 : 송위섭ㅣ아주대 명예교수

발제 : 최영기 ㅣ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토론 : 김동배 ㅣ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ㅣ 고려대 법전원 교수
장홍근 ㅣ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ttps://youtu.be/jWZT25t6jYw

15:40~15:50

휴 식

2부 분과별 세션 온라인 생중계(Zoom) (노사관계 / 노동법 / 노동경제 / 노동복지)
노사관계 세션

사회 : 권순원ㅣ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When are Recipients More (or Less) Willing to Return Past Help? The Role of Help-Giver Reciprocity Expectations and Relative Status
발제 : 홍운기ㅣUNIST 경영과학부 교수, Lu Zhang ㅣUNIST 경영과학부 교수
토론 : 김광현ㅣ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해외기업 ESG에서의 성평등지표와 활용사례
발제 : 권혜원ㅣ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권현지ㅣ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 전명숙ㅣ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 의류기업들의 지역적 확장: 전자사업과의 비교
발제 : 이준구ㅣ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정선욱ㅣ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 : 박주영ㅣ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직무급과 직무순환은 공존하는가
발제 : 옥지호ㅣ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박경원ㅣ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이상민ㅣ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토론 : 류성민ㅣ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https://us02web.zoom.us/j/86794733912?pwd=bktjYjU5ZERpeFg1MWdib0tpNjFjQT09

노동법 세션

15:50~17:30

사회 : 김희성ㅣ강원대 법전원 교수

원청의 하청근로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발제 : 김영문ㅣ전북대 법전원 교수
토론 : 권혁ㅣ부산대 법전원 교수

도급인의 단체교섭의무 관련 분쟁 및 법적 쟁점
발제 : 김상민ㅣ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 : 이정우ㅣ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성과급의 근로대가성 인정요건에 관한 판례 검토

최저임금법제의 입법동향과 주요 쟁점
발제 : 한인상ㅣ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
토론 : 최홍기ㅣ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발제 : 이준희ㅣ고려대 노동대학원 겸임교수
토론 : 남궁준ㅣ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https://us02web.zoom.us/j/86418213378?pwd=UHNDajlMdXl0R3grR3l3d3Bsb2Frdz09

노동경제 세션
기회불평등과 경제성장
발제 : 강창희ㅣ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정지운ㅣ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사회 : 박철성ㅣ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구축
발제 : 한요셉ㅣ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김지운ㅣ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훈련품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학습병행 청년층의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발제 : 홍광표ㅣ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박윤수ㅣ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https://us02web.zoom.us/j/86893373823?pwd=Zm5WOEdibmowY04xb0lyZGRhazJsUT09

노동복지 세션
산재보험 신청주의의 한계
발제 : 김영미ㅣ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 양승엽ㅣ국회입법조사처 박사

사회 : 황성수ㅣ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근로복지공단 조직구성원의 조직침묵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발제 : 전경미ㅣ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토론 : 박지혜ㅣ연세경영연구소 전문연구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발제 : 오상봉ㅣ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오종은ㅣ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https://us02web.zoom.us/j/84027984414?pwd=blZLeldweGdFVG1GMlBVeldMcDdNQT09

17:30

주관ㆍ주최

폐회식

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