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는 글

찾아오시는 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2004/2005년 이래로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조사와 인적자본기업패널(Human Capital Corporate
Panel; HCCP)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청소년의 교육 경험과 진학 ·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2004
년부터 ‘ 한국교육고용패널Ⅰ’ 조사를 시작해 12차(2015)년도 조사까지 수행 · 완료하였습니
다. 또한, 2016년부터는 ‘ 한국교육고용패널Ⅱ’ 조사를 새롭게 시작하였고, 현재 3차 조사를 준
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실태를 보다 밀도 있게 분석
하기 위해 지난 2005년 450개 기업과 14,000여명의 근로자를 표본으로 하는 ‘인적자본기업패
널’ 조사를 시작하여 7차(2017)년도 조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버 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한국교육고용패널 ’은 2005년에 시작해서 2017년까지 열두 차례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인적자본기업패널’은 제1회(2006년)~6회(2016년) 학술대회를 성공
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018 KRIVET 패널 학술대회』 아래 ‘제13회 한국교육고용
패널 학술대회’와 ‘제7회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으며, 대학원
생 논문경진 대회도 겸하여 후속 연구세대에게도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교생활 · 학업, 대학교육 · 노동시장, 진로의식, 청년취업 · 노동시
장, 학교교육 · 진로, 진로 · 진학 주제와 더불어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성과, 인적자원과 숙련,
인적자원개발과 성과, 인적자원과 혁신, HRM과 고성과 시스템, 인적자원과 조직문화 등을 연
구주제로 포괄하고 있어, 풍부하면서도 깊이 있는 학술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리고 대학원생 논문경진 대회에서 입상한 예비연구자들에게도 발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재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학문 발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국교육고용패널과 인적자본기업패널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 활동과 후진 양성으로
바쁘시더라도 부디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호선 낙성대역(4번 출구) → GS주유소 → [장블랑제리] 제과점 앞에서
마을버스 [관악-02번] 승차 → 호암교수회관 하차(5분 거리)

▶ 시내 버스: 461, 641, 643, 5413, 5524, 5528 이용 낙성대 하차 → GS주유소
→ [장블랑제리] 제과점 앞에서 마을버스 02번 승차 → 호암교수회관 하차(5분
거리)
▶ 공항 리무진: 6017(인천공항 Gate 6B 탑승) → 호암교수회관 하차
▶ 6003(인천공항 Gate 12B/김포공항 탑승) → 서울대 정문 → 택시 이용 →
호암교수회관

2018 KRIVET 패널

학술대회
일시

승용차
▶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초IC에서 사당 방면으로 P턴 → 남부순환도로에서
낙성대(이정표: 서울대 후문) 방면으로 좌 · 우회전하여 1.5km 직진, 좌측 위치
▶ 내비게이션 이용 시 입력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구주소 : 봉천동) 239-1

낙성대지구대
마을버스
하차지점

서울대후문

관악구민운동장

봉천사거리
주차장

9:00 ~ 17:50
장소

관악구 보훈회관
남부순환도로

주차장

2018.
9.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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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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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RIVET 패널 학술대회 프로그램
등록

9:00 ~

컨벤션센터 1층 목련관 앞

※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Session 참석자는 목련관에서 등록, 자료집 수령 후 SK 게스트하우스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컨벤션센터

시간

목련관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SK게스트하우스

수련관

동백관

고교생활 · 학업Ⅰ

대학교육 · 노동시장

•학교 유형별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분석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성과

진로의식

•외국어고등학교 졸업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곽수란(고구려대학교)

이호준(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양민석(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김영식(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성수, 이기정(대구교육대학교)

양정승(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고등학교 진학 결정시기에 따른 학교생활 및 진로성숙도 분석
정동욱, 문찬주(서울대학교)

•기업문화가 인사관리 정책과 종업원 조직몰입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용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미란(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정현(충북경제사회연구원), 조현희(충북대학교)

김현동(동국대학교)

윤혜정(세종대학교), 최진남(서울대학교)

점심식사
고교생활 · 학업Ⅱ
김영식, 김민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길재(충북대학교)

•경쟁적 학습 동기, 시험 불안, 그리고 자아개념의 관계: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윤혜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창욱(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교내 협의회의 활성화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취업눈높이에 따른 청년구직자 유형분석
이영민, 조성은(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대학원)

대학원생 우수논문 발표

최진남(서울대학교), 성선영(Nanjing University)

•청년 구직자의 교육훈련 참여와 구직활동의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김수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성욱(한국고용정보원)

•Growth Curve Trajectories of T&D Investments of Firms:
Effects of Firm Performance and Situational Contingencies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The Effects of Human Resource Factors on Firm Efficiency: A
Bayesian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이호준(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김영식(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긍정적 일터환경 구축 요인 탐색과 영향관계 분석 연구:

김영식(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훈호(공주대학교)

이상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수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호(다산경제연구원)

•혁신역량의 영향요인
김미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용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의 업무만족도와 성과 연관성 분석

•HRD-Index 변화와 기업성과
조윤성, 홍아정, 박규미(중앙대학교)

15:30~15:40

•한국 기업의 인적자본과 혁신성과

장혜정(경희대학교), 신상우(우송대학교)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 연구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한 사교육 수요 예측

인적자원과 혁신

인적자원개발과 성과

청년취업 · 노동시장

•고교생의 독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황성수, 황승록, 박라인(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문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호진(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주완(신용보증재단중앙회)

휴식 시간
진로 · 진학

학교교육 · 진로
•다층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적용한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및
활동경험 만족도에 대한 집단분류와 개인 및 학교요인 검증

Session3
15:40
~17:50

인적자원과 숙련
•학교교육과 기업 내 훈련이 학습곡선에 미치는 영향

•직원에 대한 평가제도의 유형 및 다양성이 직무만족도 및
•고교유형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신만수, 신찬혁(고려대학교)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 여건 변수에 따른 대학 전공만족도 예측 비교
문미경, 민현주, 한성숙(경기대학교)
•독서활동이 고등학생의 인지적, 비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백순근, 손주영, 조시정, 양현경(서울대학교)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인적역량을 확장시키는가?
•고등학생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변인 탐색:
- 머신러닝 기법 이용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훈련 투자 및 성과의 변화와 특성 연구
오승희,
권석균(한국외국어대학교)
김영식, 김민석(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길재(충북대학교)
고교유형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김수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용(전북교육정책연구소)
최보금(고려대학교 인재발굴처) •평가제도의 활용과 인적자원개발제도 그리고 조직몰입에 관한
•
The
curvilinear
effect
of
job
dissatisfaction
on employee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의 효과성 분석
•입학전형의 노동시장 성과
다수준분석
•고등학교 유형별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분석
performance

12:10~13:20

Session2
13:20
~15:30

튤립

개회, 인사말, 축사, 시상식(목련관)

9:30~9:50

Session1
10:00
~12:10

로즈

백승희, 정혜원(충남대학교)

•예술계 고등학생의 진로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
이희정(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소득계층별 진로교육활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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