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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의 공정의 의미와 평가”
일시 Date

2022. 6. 24(.금)-25.(토)

장소 Venue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

세부사항

13:00-13:20

현장 등록 및 안내

13:20-13:30

개회사

1부 특별세션: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의 의미와 평가

13:30-15:00

15:00-15:20

사회 : 노용진 l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노동시장에서의 공정ㆍ유연ㆍ안정성
발제 : 유길상 l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 김영문 l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허재준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정 l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정문주l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휴식

2부 분과별 세션: 노사관계/노동법/노동경제 / ILERA 장학생/대학원생
사회 : 권순원 l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사관계 세션
일터혁신과 자동화의 산업안전 효과
발제 : 노세리 l 한국노동연구윈 연구위원, 노용진 l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부 교수
토론 : 이승렬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 연구 동향
발제 : 오진욱 l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 오세미 l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산업안전과 노사관계 –거시 노동정치와 미시적 실천발제 : 조성재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노광표 l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
사회 : 권 혁 l 부산대 법전원 교수

노동법 세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제조업부문의 원하청관계를 중심으로
발제 : 김희성 l 강원대 법전원 교수
토론 : 최홍기 l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오스트리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구조와 기준
발제 : 오상호 l 창원대 법학과 교수
토론 : 신동윤 l 단국대 법대 교수

간접고용 등 근로자의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 설정기준
발제 : 이재현 l 부산대 법학연구소 강사
토론 : 이준희 l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사회 : 박철성 l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노동경제 세션

15:20-17:00

초과근로시간과 정상근로임금의 관계
발제 : 박윤수 l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백명호 l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The Glass Ceiling Effect on the Korean Labor Market :
using matched RIF-decomposition
발제 : 김명환 l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토론 : 방형준 l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The Effects of the EITC Expansion on Labor Supply,
Welfare Participation, and Consumption
발제 : 이정민 l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홍우형 l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직무의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의 직무만족도 결정효과 국제비교
발제 : 박래효 l 한국공학대학교 산업융합학과 교수
토론 : 조동훈 l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회 : 홍지훈 l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대학원생 세션 (온라인 Zoom)
취업준비를 위해 선택한 졸업유예 또는 NEET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비교
발제 : 박세리 l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진학에 미치는 영향
발제 : 이지영 l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군 복무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생애이행과정을 중심으로
발제 : 김영빈 l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Why did the 52-hour Workweek policy fail to reduce working
hours?
발제 : 손원근 l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사회 : 송헌재 l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ILERA 장학생 세션
일반계 고등학교 문ㆍ이과별 교육투자 비교분석
발제 : 고은비 l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근로제공과 근로시간과의 관계 고찰
발제 : 노하영 l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N잡'에 대한 선호 현상의 사회적 맥락 탐색 : 조직이론을 중심으로
발제 : 황세원 l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정기총회

17:00-17:30

주관ㆍ주최

32대 회장 인사
사업/결산/감사보고, 편집위원회 활동 보고
제4회 ILERA 장학생 시상
33대 임원 선출, 32대 회장 감사패 증정

비교법학연구소

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