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현황과 과제
3개 학회 공동학술대회

초 대 합 니 다 I N V I T A T I O N

일 시 : 2015년 4월 17일(금) 14:00 ~ 18:00

은행회관 컨벤션홀장 소 :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주 최 :

한국노동연구원후 원 :

한국노동경제학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528호
Homepage.  http://www.klea.or.kr    Tel. 0502) 911-9999    E-mail : kleapc@chol.com

찾 아 오 시 는 길 L O C A T I O N

은행회관
남대문 세무서

동양생명

기업은행 본점리브로
(구 을지서적)

외환은행 본점

로얄호텔

명동성당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1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 전국은행연합회

전화번호 : 02-3705-5327

교통안내

장소안내

주차권이 제공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십시요.

지하철 - 지하철 2호선(을지로입구역 하차) 5번출구을지로입구역 5번출구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왔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여건이 심상치 않게 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점은 무엇인지 학계의 목소리를 모아보기 위하여 올해에는 『최저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은 향후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얼마 전 우리나라 노동문제 연구에 큰 획을 그으신 김윤환 교수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고자 『故김윤환 교수 추모 세미나』도  함께 기획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금재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김동원

한국 노동법학회 회장 김인재

2015년 4월

초 대 의  말 씀

축사

개회사14:00~14:20

14:20~15:10

故김윤환 교수 추모 세미나

"김윤환 교수님을 추모하면서"

"산업화과정에서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15:10~15:20 휴식

16:20~16:30 휴식

"최저임금의 고령자 고용효과"

"최저임금의 인상기준과 고려사항 "

"최저임금제의 법적쟁점과 과제"

15:20~16:20

지정토론 / 종합토론16:30~18:00

18:00 폐회

김동원 교수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고려대)

이기권 장관 (고용노동부)

금재호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김수곤 교수 (전 경희대)

"최저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우영 교수 (공주대)

이영면 교수 (동국대)

현병훈 연구위원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정지원 국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김판중 본부장 (경총 경제조사본부)

백필규 선임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이창근 실장 (민주노총 정책실)

정문주 본부장 (한국노총 정책본부)

강창희 교수 (중앙대)

이장원 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방준식 교수 (영산대)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