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TATION
2018년 노동3대학회 공동정책토론회

외환위기 이후 20년,

노동의
현실과 평가
일시 :

2018년 3월 30일(금) 14:30-18:00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후원 :
한국연구재단 SSK (뉴노멀 시대의 우리나라 노동시장)

초대의 말씀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우리나라 노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노동법은 IMF 경제위기 이후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은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이라고 불리는 빠른 기술변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노동3대학회는 지난 20년 동안의 우리나라 노동의 변화를 반추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고민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이에 3월말
화창한 봄날에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노동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우리나라 노동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혜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후원해 준 고용노동부, 한국
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3대 학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김 대 일
유 성 재
이 병 훈

행사일정
14:30~14:50

등록 및 안내

14:50~15:00

개회식
개회사
축사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15:00~16:30

주제발표

사회: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발표 1]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과제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발표 2] 고용환경의 변화와 노동법의 위기
(전윤구 경기대학교)
[발표 3] 외환위기와 한국 노사관계체제의 변화: 노·사·정 전략의 한계와 과제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휴

16:30~16:50

식

종합토론
16:50~18:00

[토 론]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윤희숙 (KDI School)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정경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정영훈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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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02-2001-7114

버 스 · 서울신문사 하차 간선: 101, 150, 402, 405, 501, 506, N40 지선: 1711, 7016 (순환) 91S투어
· 광화문빌딩 하차 간선: 700, 707 광역: 9703, 9714, M7106, M7111, M7119
지하철 · 1호선 시청역 4번출구, 프레스센터방향 50M
·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프레스센터방향 100M
· 5호선 광화문역 5번출구, 프레스센터방향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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