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연구 목차 색인
- 2001년 7월호(창간호)～2020년 12월호(제20권 제4호) -

◐ 창간호(2001년 7월)

▪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황
덕순)

▣ 특집
▪ 최근의 소득불평등도 변화와 소득원천별
분해(정진호)
▪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 및 세부담 분
석(성명재)
▪ 한국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이정
우․이성림)

▣ 연구논문
▪ 퇴직보험 활성화와 임금채권보장기금 부

▪ 미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 파트
타임과 풀타임(안주엽)
▪ 우리나라 노동제도 결정에 관한 비판적
소고: 공공선택의 관점에서(조준모)
▪ 노동시장의 변화와 독일 공동결정제도의
대응 : 독일 경영조직법의 개정배경과 주
요 개정내용(박지순)

▣ 노동통계
▪ 상시인구조사(CPS)의 이해(강석훈)

담금체계 개선방안(김호경)
▪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조준모)
▪ 임금식과 생산성변수의 역할(허재준)

▣ 노동전망

▣ 정책자료
▪ 비정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현황과 과
제(장홍근)

◐ 제2권 제1호(2002년 3월)

▪ 2001년 노사관계 평가 및 전망(이주희)

▣ 특집 : 노동시장과 교육
▣ 정책자료
▪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ILO의 입장과 정책
적 시사점(윤석명)
▪ 유럽연합의 2001년 고용가이드라인(문성
혁)

◐ 제1권 제2호(2001년 12월)

▪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
한 연구(이병희)
▪ 청년의 학교졸업 후 구직기간 분석(안주
엽․홍서연)
▪ 대학교육의 경제학(장수명)

▣ 연구논문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도입이 사교육비

▣ 연구논문
▪ 직종특성과 성별 직종분리 : 미국 노동시
장의 사례를 중심으로(황수경)

지출에 미치는 효과(김우영)
▪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징과 지역정책(박
영구)

▪ 공공직업안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평가 및
결정요인(유길상․임동진)

▪ 공기업의 여성고용 현황과 관련 정책의
분석(김영옥)

▪ 경영해고사유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
(조용만)

▣ 연구논문
▪ 직업훈련 참가결정에 관한 연구(김주섭)

◐ 제2권 제2호(2002년 6월)
▣ 특집
▪ 고령화사회와 노동 취업자 평균 은퇴연령의
변화와 인구특성별 차이(장지연․호정화)
▪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소고(이혜훈)
▪ 인구 고령화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통계청의 신인구추계 결과를 중심
으로(윤석명․박성민)
▪ 노동시장의 고령화와 업종·직종에서의 연
령분리현상(박경숙)
▪ 일본의 노인문제와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이정)

▣ 연구논문
▪ 자연․공학계열 졸업여성의 직업력 분석
(황수경)
▪ Private Sector Development and Upward
Mobility : The Case of Korea from 1962
to 2000(Park, Se-Il)

▣ 정책자료
▪ 인구의 고령화 : 경제 현안과 도전받는 정
책(안주엽․홍서연)

◐ 제2권 제3호(2002년 10월)
▣ 특집
▪ 여성 성별 분리와 가치 차별에 대한 다층
분석(조혜선)
▪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간의 성별 임금격
차 차이의 요인 분해(전병유)

◐ 제2권 제4호(2002년 12월)
▣ 연구논문
▪ 경제위기 전후 청년 일자리의 구조 변화
(이병희)
▪ 비정규직 활용의 영향요인(김동배․김주일)
▪ Economic Crisis, Income Support, and
Employment Generating Programs : Koreas
Experience(Jai-Joon Hur)
▪ 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승욱)

◐ 제3권 제1호(2003년 3월)
▪ 노동법의 규범력 위기(채호일)
▪ 특수형태근로 보호에 관한 법경제학적
소고: 보험설계인, 골프경기보조원 및 학습
지교사에 관한 실증분석(김동배․김주일)
▪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한 여성 취업확률의
동태적 분석(김우영)
▪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박경숙)
▪ 장애인-비장애인 취업확률 격차와 장애
효과(황수경)
▪ 한국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유길상)
▪고용안정사업의 효과 : 재고용장려금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중심으로(금
재호)
▪ 고성과 작업관행과 기업교육훈련(김동배․
김주섭․박의경)

◐ 제3권 제2호(2003년 6월)

▪ 고용조정의 결정요인 : 감원계획과 일자리
소멸을 중심으로(이규용․김용현)

▣ 연구논문
▪ The Effect of Bargaining Structure

◐ 제4권 제1호(2004년 3월)

Change on Dispute Resolution Process
in Korea(Young-Myon Lee․In-Gang Na)
▪ 노사의 전략적 선택,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가, 경영성과간의 관계(이동명․김강식)
▪ 내부노동시장의 성격과 비정규직 고용의
비율(노용진․원인성)
▪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이규용․김용현)

◐ 제3권 제3호(2003년 9월)
▣ 연구논문
▪ 한국 실업급여제도의 변화 평가 : 관대성,
통제 개념을 중심으로(심창학)
▪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결정요인(김유선)
▪ 내부자(Insiders) 노동시장과 외부자
(Outsiders) 노동시장의 구조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황수경)
▪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적
용실태와 개선방안(황덕순)
▪ 인사관리시스템의 선행요인에 대한 탐색
적 연구 :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김동배․
임상훈․김재구)

◐ 제3권 제4호(2003년 12월)
▣ 연구논문
▪ 노동력 활용지표에 관한 소고 : 여성 유휴
인력 지표를 중심으로(황수경)
▪ 자격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이병희)
▪ 정보통신기술이 작업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 양호한 노동(Decent Work)의 관점
에서(황준욱․허재준)

▪ 일본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JPSC)의
소개(김기헌)
▪ 2003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과 정책과제
(이동명․김강식)
▪ 지역간 노동이동 연구(정인수)
▪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법적 권한이 기
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이상민)

◐ 제4권 제2호(2004년 6월)
▪ Determinants of Intra-Regional Migration
and Effects of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in East Asia(Yasushi Iguchi)
▪ Globalization, Logics of Action,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National Government
Roles(Sarosh Kuruvilla․Anil Verma)
▪ Globalisation and Changing Patterns of
Employment Relations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Frameworks(Greg J. Bamber․
Russell D. Lansbury․Nick Wailes)
▪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동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판례와 행정해석 분석 및 입법적
해결을 위한 제언(장의성)
▪ 자동차운수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개념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방안 모색의 기초
(이상희․배규식․조준모)
▪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
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황
수경)

◐ 제4권 제3호(2004년 9월)
▪ Labor Relations and Protection of Labor

Rights under Globalization : Core Labor
Standards in China(Chang Kai)
▪ The Changing Labor Market, Industrial
Relations and Labor Policy(Tadashi
Hanami)

(이수진)
▪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리(문
무기)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
(小考) (박은정)

▪ 고용촉진훈련의 성과에 관한 연구(남재량)
▪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 제5권 제2호(2005년 6월)

적용방안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장의성)

▣ 연구논문

◐ 제4권 제4호(2004년 12월)

▪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김주섭)

▣ 연구논문
▪ 대학 전공의 노동시장 성과(이병희)
▪ 고용 유연화가 기업의 훈련투자에 미치는
영향(정재호․이병희)
▪ 노사의 전략적 선택과 작업조직 설계(이
동명)
▪ Alternative Retirement Plans and the
Salary Peak System in Korea(Semoon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변금선)
▪ 일본 남녀고용평등정책의 현재(다케나카에
미코)
▪ 산별교섭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의 영향
요인 분석 : 보건의료노조의 사례(이주희)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미국 실업보험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김소영)

Chang)

◐ 제5권 제3호(2005년 9월)
▣ 특별기고논문
▪ 노동조직 연구에서 젠더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키모토키미코(木本喜美子))

◐ 제5권 제1호(2005년 3월)
▪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최옥금)

▪ 경기변동과 일자리소멸 : 생산성에 따른
선별을 중심으로(김혜원)
▪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실인
가 (김용현)
▪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
안(유길상)
▪ 미국의 배타적 교섭대표제와 한국적 함의
(이철수)

▪ 연결망 접근을 통해서 본 ‘사회운동적 노동

▪ Including Informal Sector Workers In

운동’의 가능성 : 한국 노동운동의 연대

Public Income Support Programs(허재준)

주의적 전통의 복원(은수미)
▪ 고등교육에 대한 적정재정 추정(최강식․
정진화)
▪ 산업재해와 보상적 임금(이승렬)
▪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 제5권 제4호(2005년 12월)
▪ 노사관계로드맵 쟁점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실업자의 조합원 가입

을 중심으로(조준모ㆍ이원희ㆍ이동복)

◐ 제6권 제3호(2006년 9월)

▪ 지방대 졸업생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 첫 번째 일자리를 중심으로(박성재)
▪ 한국 기업의 퇴직연금제 선호에 관한 연구: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와 제도유형을 중심
으로(반정호)
▪ 사업장내 전자우편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
Study on E-mail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이창범)

▪ 평생학습과 노동시장 위험(이병희)
▪ 미국의 해고자유원칙과 그 제한의 법리
(박은정)
▪ 노동조합이 기업의 유연화에 미친 영향
분석(이시균․김정우)
▪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유규창․
김향아)

◐ 제6권 제1호(2006년 3월)

▪ 한국과 중국 근로자들의 이중몰입 실증

▣ 연구논문

▪ 위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해석

연구(이을터․이장원)
▪ 비고용인구의 노동력상태 이행 역동과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김가율)
▪ 중고령자 취업 결정요인(성지미․안주엽)

및 입법의 한계(이상희)
▪ Poverty, Altruism, and Economic Growth
(Lee, Injae)

▪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김호원․이종구․김두중)
▪ 성과배분제도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동배․이인재․장지예)
▪ 노동조합의 전투성에 관한 연구(이병훈․
윤정향)

◐ 제6권 제2호(2006년 6월)
▪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 비교
(조성재)
▪ 비정규노동의 나쁜 일자리에 관한 실증연구
(이시균)
▪ 근로자 참여와 비정규직 고용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 연구(권순식)

◐ 제6권 제4호(2006년 12월)
▪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성지미)
▪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김경휘ㆍ반정호)
▪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한 성차별 분석
(신동균)
▪ 근로자 의사대표기제(Voice Mechanism)
로서의 노동조합, 근로자참여에 대한 비교
연구 :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률을 중심으로
(권순식․박현미)
▪ 일본 노동조합 재정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최영진)
▪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훈련(김우영)

▪ 사회협약 안정화 과정 비교 연구(임상훈)

▪ 고성과 지향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 자활후견기관들의 기관간 네트워크 관리에

기술혁신 : 노동자 태도의 매개효과(허찬영

관한 연구(김재환)

ㆍ이현도)

▪ 프랑스의 근로계약법제 변화(박제성)
▪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설계에 관한 연구
(김동헌․유길상)

◐ 제7권 제1호(2007년 3월)
▪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장

지연․양수경)

◐ 제7권 제3호(2007년 9월)

▪ 비정규직노조의 유형별 실태와 시사점 :
18개 비정규직노조 사례분석(진숙경․김
동원)
▪ 한국 산별교섭에 대한 국제비교론적 평가
(조준모․이원희)
▪ 유럽에서 단체교섭 법제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문제(박제성)
▪ 사회적 배제 과정과 자활의 측면들 : 울산
동구 빈곤층의 생애과정을 중심으로(한상
진․김용식)
▪ 기업에서의 승진 결정요인 변화 : MF 외
환위기 전후 한국 대기업 인사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엄동욱)
▪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지급 문제에 관한
검토(손향미)

◐ 제7권 제2호(2007년 6월)
▪ 부당해고와 금전보상제도(조상균)
▪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자총협회의 역할과
전략적 행동 : 법정근로시간 단축 협상을
중심으로, 1998～2003(전인)
▪ 한미 FTA와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운용
실태(문무기)
▪ 조직문화, 조직몰입 및 조직성과와의 관계: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김진희)
▪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개선
방안(김재훈)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태와 활성화

▪ 한국의 지역노동시장 조정의 동학(김혜
원)
▪ 정규-비정규근로자의 임금격차 비교 :
2003년과 2005년(박기성․김용민)
▪「사업체패널조사」의 고용관련 여성차별
과 그 결정요인(성지미)
▪ 특수고용직의 노동법적 보호 : 판례상 근
로자 판단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강성태)
▪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의 영향요인과 효과
(김동배․이인재)
▪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 :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박제성)
▪ 비교사례(영국, 아일랜드) 접근을 통한
새로운 사회협약(social pact) 성립의 제도
및 행위자 요인에 대한 연구(심상용)

◐ 제7권 제4호(2007년 12월)
▪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남준우)
▪ 적립성 제고를 통한 연금제도 개혁(윤정열)
▪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이
승렬․최강식)
▪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강병구)
▪ 비정규직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합리성 가설과 비합리성 가설
의 검증(김윤호)
▪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Self-rated Health Status among
Salaried Workers in Korea(김진숙)

방안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중심으로

▪ 항만노동체제의 전환과 동학(백두주)

(윤조덕․한충현)

▪ 전자적 수단에 의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의

▪ 영국 노사관계의 변화 : 주요 개념을 중심
으로(이상우․장영철)
▪ 근로자 내부고발보호제도 국제비교 : 영․
미․일의 사례와 시사점(장화익)

성격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박은정)
▪ 지역노동시장정보의 빈곤 극복을 위하여 :
구․시․군 소지역 고용통계를 중심으로
(심상완․정성기)

◐ 제8권 제1호(2008년 3월)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지표의 문제점 :
졸업 직후의 취업 여부가 노동시장 성과에

▪ 출산, 고용, 성장 간 상호연관성 연구 : 구조적
VAR모형을 중심으로(박추환․한진미)
▪ 서비스산업 고용 및 노동생산성 변동의
구조 분석(황수경)
▪ Is Good Beginning Half Done? : Measuring
the impacts of non-regular initial employ
ment on future employment prospects
in Japan(Joon Young Kim)
▪ 전공불일치 결정요인과 전공불일치가 근속과
임금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임찬영)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남기곤)
▪ 시장원리 확대와 개인사회서비스의 변화 :
영국의 사례(황덕순)
▪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노동시장제도
연구 : 영국․독일․덴마크 3국 비교분석을
중심으로(김형기)
▪ 원청의 노사관계 전략 : 제조업 사내하청을
중심으로(은수미)
▪ 공직사회의 노동자참여(EI)와 발언, 노조
몰입에 관한 실증연구(박재춘)

▪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강동욱)

◐ 제8권 제2호(2008년 6월)

◐ 제8권 제4호(2008년 12월)
▪ 근로생애사와 노동시장 성과(신동균)
▪ 연봉 차등폭이 보상수준 만족에 미치는

▪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비교연구 :
연장근로특례를 중심으로(김상호)
▪ Another Look at Affirmative Action :
Voices of U.S. Beneficiaries(Haejin Kim)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적자원 투자에
관한 비교 연구(이병훈)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법리 검토(이준희)
▪ 유연하고 조정된 교섭과 한국에서의 가능
성 : 이론 검토 및 선진국 비교연구를 중
심으로(임상훈)
▪ 2000년대 독일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국가의
미시적 작동방식 변화(황규성)

◐ 제8권 제3호(2008년 9월)

영향(김동배․김기태)
▪ 특수형태근로부문의 레미콘운송종사자와
골프장경기보조원의 소득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조선주․최윤영)
▪ 회생․파산절차개시가 근로계약과 단체
협약에 미치는 영향(양형우)
▪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 도시 임금소득
자 가구를 중심으로(이성균)
▪ 지역노동시장권(LLMAs)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이상호)
▪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결정하는 선행요인
및 결과에 관한 연구(이민우․이영진․한
재창)

▪ 패널 자료로 추정한 실질임금의 경기순행
성(강승복․신동균)
▪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 국민노후보장
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엄동욱)

◐ 제9권 제1호(2009년 3월)
▪ 가족구조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전현

배․이인재)

◐ 제9권 제3호(2009년 9월)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적자본 수익률에 대
한 연구(서병선․임찬영)
▪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
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
널」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전
승훈․홍인기)
▪ 공공기관 인사관리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동명)
▪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조성혜)
▪ 국내 단체교섭구조 및 그 결정요인과 산
업별 다양성: 국제비교적인 시각의 고찰(정
주연)
▪ 경기변동과 임시일용직 고용(황선웅)

▪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분석(조동훈)
▪ 근로장려세제(EITC)가 여성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효과 연구(조선주)
▪ 고성과형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종단면 연구(서인석․김우영)
▪ 고몰입 인적자원관리가 종업원의 인사제
도 내재화, 조직몰입 및 품질경영활동에 미
치는 효과: 제조업종을 대상으로(김진희)
▪ 구직 강도의 선행요인과 구직 명료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고용지원센터 이용 구
직자를 대상으로(김 균)
▪ 복수노조하의 일본 노동운동의 리더십 교
체사례 연구(노병직․이준우)

◐ 제9권 제2호(2009년 6월)

▪ 종업원참여제도와 주주이익보호제도가 노
사협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 기업지배구조

▪ 중고령 남성 근로자들의 점진적 은퇴행위
에 대한 연구(신동균)
▪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
에 미치는 영향(박진희)

에 관한 이해관계자 관점을 중심으로(김
동주)
▪ 2004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이영면․김환일)

▪ 기업 내 교육훈련의 경영성과 효과(노용
진․채창균)

◐ 제9권 제4호(2009년 12월)

▪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김재훈)
▪ 한국적 노사관계 모형의 개발을 위한 탐
색적 시도(김동원․이규용․권순식․김영
두․진숙경․김윤호)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의
도전과 기회 : 대기업 경제주의 노동조합
의 의식조사 사례 중심(전 인)
▪ 복수노조 갈등 : 이론과 현실(김태기)
▪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소론
(少論)(박은정)

▪ 이자율 옵션모델(CIR)의 적용을 통한 산
재보험의 적정 연금 ․ 일시금 수준의 평
가(신종욱․마승렬)
▪ 도시의 산업 특성과 고용 성과(전병유)
▪ 작업장 혁신 담론에 대한 비판적 소고(최
영섭)
▪ 성공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이영면․이동진)
▪ 특수고용근로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
직의향 : 노동조합, 직무 자발성의 조절작

용 탐색(권순식)
▪ 비정규직 임금차별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연구 : 노동위원회 판정사례 분석을 중심
으로(조용만)
▪ 숙련개발체제와 숙련개발을 위한 사회적 파
트너십: 서구선진국의 경험과 시사점(이 선)
▪ 사상병시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정진우)

and Labor Market Equilibrium (Byung
Woo Kim)
▪ 고용보험법의 현행 적정적립금 기준 평가와
대안 지표로서의 준비율 배수(허재준․김동헌)
▪ 중고령자 은퇴 및 은퇴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손종칠)
▪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정병석)
▪ High Involvement Work Practices and

◐ 제10권 제1호(2010년 3월)

Temporary Employment Practices : Do They
Make Workers Work Harder, Smarter,

▪ 기술혁신이 구조적 실업에 미치는 영향 :
패널연구(하태정․문선웅)

or Kinder?(Haejin Kim)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조상균)

▪ 제도적 동형화와 상징적 동조 : 연봉제의
사례(김동배)

◐ 제10권 제3호(2010년 9월)

▪ 한국의 실업급여 관대성 : 국제비교와 정
책적 시사점(김동헌)
▪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조건
(유길상)
▪ 지역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통합
적 연구(심용보․이호창)
▪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이승욱)
▪ 영국의 사업장 내 징계해고절차에 관한
연구(김근주)

▪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전과정에서 영어
의 역할(김진영․최형재)
▪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안태현)
▪ 외국인과 국내 근로자 임금격차 분석(조동훈)
▪ 비정규 노동과 근로빈곤의 관계 : 임금차
별과 근로시간의 영향을 중심으로(백학영․
구인회)
▪ 기업특성과 가족친화제도 활용 용이성 :
여성관리자의 육아휴직 및 본인병가제도
활용을 중심으로(민현주)

◐ 제10권 제2호(2010년 6월)
◐ 제10권 제4호(2010년 12월)
▪ Test of Sectoral Shifts Hypothesis Based
on Robust Measures of Dispersion and
Skewness(Yanggyu Byun․Joo-Young Jeon)
▪ 경력개발지원이 기업성과에 미친 영향 :
교육훈련에 대한 보완 효과(강순희)
▪ R&D Investment, Job Creation, and Job
Destruction in Korea: Technological Progress

▪ 주성분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변양규)
▪ 직업훈련 민간위탁 성공조건 : 직업훈련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유길상)
▪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연구(남재량․박기성)

▪ 경영진의 지원과 인사부서의 역량이 몰입형
인사제도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효과(김진희)
▪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 복수노조 시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있
어서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 연구(장의성)
▪ 캐나다의 복수노조 사례: 노조 간 조직경쟁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KiWook

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결과(노용진)

Kwon․Dae Yong Jeong․JohngSeok Bae)

▪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공고용서비스의 새

▪ 근로자대표기구의 전략적 참여와 참여적
작업조직활동 모색 : 노사관계의 역할을
중심으로(김현동․이동진)
▪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남녀차별적
지급기준(강선희)

로운 평가 방안(정인수․지승현)
▪ 노동조합 전투성과 온건성: 조합원들의 사
회 심리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권순식)
▪ 일-가정 양립제도의 도입과 디커플링이
조직성과 향상에 미치는 영향(정장훈․조
문석․장용석)

◐ 제11권 제1호(2011년 3월)
◐ 제11권 제3호(2011년 9월)
▪ 팀내 임금격차가 심화되면 팀 성적이 향
상되는가? : 한국프로야구 데이터 분석을

▪ 가족친화제도와 기업성과(김혜원)

중심으로(김정우․김기민)

▪ 하향취업이 직장이동 성향에 미치는 효과

▪ 성과주의 임금 도입의 영향요인 : 한일 비
교(김동배․김정한)
▪ 지역간 이주, 경제활동참가, 직업훈련의 동
시 의사선택에 관한 실증분석(김주섭․정
원일․전용일)

(남성일․전재식)
▪ 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 경력 초
기 자영업 선택의 장기효과(성지미)
▪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 추정(조선주)

▪ 은퇴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 분석(석상훈)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실질적 사용자의

▪ 2000년대 중반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성과

판단: 부당해고의 구제를 중심으로(조성혜)

분석: 2005년과 2007년을 중심으로(노용진)

▪ 노동조합의 혁신활동 참여가 작업장 혁신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관점에서 본

에 미치는 영향 : 업무개선 제안활동 활성

장애인 고용의 질에 대한 탐색적 연구(손지
아․박순미)

화를 중심으로(김현동․신은종)
▪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김기선)

▪ 기대효용 접근법에 근거한 도시가구의 빈
곤에 대한 취약성 분석(김계숙․민인식)

◐ 제11권 제2호(2011년 6월)

◐ 제11권 제4호(2011년 12월)
▪ 복수노조 제도가 노사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성희)

▪ 서울지노위 판정례 분석을 통한 경영상

▪ 대졸자의 중소기업 취업이 장기적 노동시장

해고의 운용실태와 특징(하경효․박종희․

성과에 미치는 효과(박재민․김영규․전재식)

강선희)

▪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향 분석(이승렬)

▪ 공무원노조 리더의 리더십과 조합원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박재춘)
▪ 미국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삼권 보장 법

발전방안(유길상)
▪사업장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의
효과 분석(박원주․전용일)

리와 대안적 분쟁해결(ADR) 절차(강현주)

◐ 제12권 제3호(2012년 9월)
◐ 제12권 제1호(2012년 3월)
▪정년연장의 법적 과제(조용만)
▪ 한국의 지역간 임금격차: 지역별 고용조사
(RES)를 중심으로(김우영)
▪ 자영자 가구의 소득변동과 빈곤에 관한 연
구: 임금근로자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반정호)
▪ 다수준 접근을 통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가 구성원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심리적 임파워먼트
의 매개효과 규명(남정민․전병준)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차별시정 10년 사례의
분석(조용만)
▪ 북한이탈주민 고용보조금제도 효과성 평가
(박성재․김화순)
▪ 영국 산재보험의 형성과 노동정치의 역할
에 관한 연구(유범상)

◐ 제12권 제2호(2012년 6월)
▪자동화기술과 작업조직(노용진)
▪기업의 자원봉사 지원정책의 효과(강철희․
허수연․김영종)
▪청년층 구직활동과 하향취업(김종성․이병
훈․신재열)
▪성별 저임금근로의 위험과 임금격차(김은
하․백학영)
▪연금개혁, 연금자산에 대한 주관적 기대오
차, 그리고 저축(전승훈)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고용보험제도

▪구인․구직조건의 유연성을 고려한 잡매칭
함수의 개발(박성익․조장식․전현중․김종
한․류장수)
▪저기술 중소기업의 혁신전략 : 독일과 한국
의 사례를 중심으로(임운택)
▪몰입형 인사관행이 연구개발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김동배)
▪인사제도의 내재화, 직무몰입, 역할피로 및
이직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진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에 대한 인식과 혁
신활동 간의 관계: 조직정체성의 매개효과
(최영희․임상훈)
▪정리해고 등 기업의 고용조정과 독일의
‘조업단축지원금’ 제도의 고용안정망 역할
에 관한 고찰(이호근)

◐ 제12권 제4호(2012년 12월)
▪청년구직자의 취업에 있어서 구직효능감과
구직강도의 중요성(김현동․한용석)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참여
율과 참여자 특성 변화(김동헌․박혁)
▪훈련의 권리, 시장의 늪 : 실업자훈련의 시
장주의적 재편에 대한 소고(장홍근․주민
규)
▪노동조합교육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오정록)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타당

성과 정책방향 검토 : 집단적 노무제공 거

▪ 한국 사업장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위반:

부행위에 대한 판단사례를 중심으로(류문

두 가지 위반 형태를 중심으로(백경민․

호)

박기태)

◐ 제13권 제1호(2013년 3월)

◐ 제13권 제3호(2013년 9월)

▪자녀의 교육성과에 가구배경이 미치는 영

▪경력관리시스템과 조직몰입 : 고성과 인적

향 : 형제 · 자매 · 남매의 학교정보를 이용

자원관리의 조절효과(이수현․석진홍․박

한 분석(양정승)

우성)

▪ 모자가구의 소득분포와 빈곤요인 분석(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삶을 통해 본 일과
은퇴의 경험적 의미에 대한 연구(박태정)

정호․김경희)
Disability

▪여성 중고령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시장의

Employment System in Korea(Mi Kyung

상호구성 : 성차별과 연령차별의 중첩 및

Cho)

일자리 분리에 대한 고찰(김수현․이정

▪ Legislative

Challenges

on

▪ 한국과 영국의 최저임금기구 운영실태 비
교연구(채준호․우상범)
▪ 수능성적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 일반화 성향점수 접근법(최필선․
민인식)
▪ 이탈리아 필수공익서비스제도에 대한 연
구(신수정)

아․정주연)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및 노동
시장 정착가능성에 관한 연구(강순희)
▪대학재학 기간의 휴학경험과 직장생활(김
현동)
▪최저임금법의 패러다임 탐색 : 미국 공정
근로기준법상 ‘공정성’ 개념과 그 함의(강
현주)

◐ 제13권 제2호(2013년 6월)

▪고용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
판단 : 미국과 유럽연합의 사례(심재진)

▪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의 한 사례 :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제’의 평가 및

◐ 제13권 제4호(2013년 12월)

과제를 중심으로(박태주)
▪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권순식)
▪ 연령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

▪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 세대별 일의
가치를 통해 본 의미 및 역할(이혜정․유
규창)

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정효채․석진

▪ 일자리 재량의 인식과 만족도(성지미)

홍․박우성)

▪ 외국인은 내국인을 대체하는가? : 보완탄

▪ 사회복지 영역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
자성 비교 연구(서정희․오욱찬․박경하)
▪ 직장보육시설과 여성의 고용안정(김정호)

력성 추정을 통한 분석(남성일)
▪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어떻게 제
공해야 효과가 있는가?(김혜원)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박은정)

에 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김동원)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 독일 법제를
중심으로(김기선)

◐ 제14권 제1호(2014년 3월)
▪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
존성(최효미)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기 임금피크제의 정
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의 분
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이영면․
정선아)
▪ 자발적 이직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 제14권 제3호(2014년 9월)
▪ 고용의 질: 연령계층화와 구조적 지체에 대
한 탐색(1983～2012)(유홍준․김기헌․오병돈)
▪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임금근로자 적용
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서정희․백승호)
▪ 인력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석진홍․박우성)
▪ 분사형 인사아웃소싱의 동향과 과제(양동
훈)

◐ 제14권 제4호(2014년 12월)

대한 연구 : 직무순환제도의 보완적 효과

▪자동화와 근로시간 관행(노용진)

를 중심으로(옥지호)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 정액제에

▪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조건의 국제비교와 시
사점(유길상)
▪ 안전분위기 구성요소에 관한 실증적 연구
(문기섭․장영철)
▪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
례 조항의 비판적 검토: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부담의 타당성 문
제를 중심으로(장우찬)

서 정률제 급여제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윤자영․홍민기)
▪근로자참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주형․이영면․
이윤상)

◐ 제15권 제1호(2015년 3월)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비정규 고용형태
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서정희)

◐ 제14권 제2호(2014년 6월)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의 이원성(二元
性) : 단체교섭 당사자와 부당노동행위(지
배․개입) 주체의 해석(류문호)
▪ 사업분할시 노동자보호의 문제점과 정책
적 시사점(임상훈․박용철)
▪ 산재보험 장해연금 수급자 생명표 개발
연구(정홍주․전용범․이현복)
▪ 노동쟁의 조정위원회 다양성과 조정성과

▪여성의 시간제 근로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문지선)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의 희망임금 충족과
고용(박천수)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직종 파악을 위
한 탐색적 연구(김동현)
▪멕시코 노동법의 제도적 특징과 작업장
노사관계 연구(김주희)
▪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심재진)

◐ 제15권 제2호(2015년 6월)

희․김승호․김기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간 경쟁도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산
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강승복)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적 시사점
(조성호․변수정)
▪파업발생 결정요인 패널분석(김정우․송민

위탁 규모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김
혜원)
▪외국인력의 교육투자수익률 분석(김혜진)
▪이주노동이 산업구조에 미치는 효과에 관
한 실증분석(남성일․전재식․김진웅)

수)
▪차별시정제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 제16권 제1호(2016년 3월)

구성에 미친 영향 분석(이용관)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노동/인권 분

▪직원 이직률과 기업성과의 관계: 고성과자

야에 대한 실태 분석: 2013년도 발간 보고

와 비고성과자의 이직률을 고려한 탐색적

서를 중심으로(이정원․정선욱)

연구(권기욱)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

◐ 제15권 제3호(2015년 9월)

인분석: 직업숙련 유형을 중심으로(강금봉)
▪저임금 상태의존성 분석(신우진)

▪한국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이동: 그 결정
요인(김혜진)
▪잡 크래프팅의 선행요인과 일 관련 결과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와 간접고용
관계에 대한 함의: ‘브라우닝-페리스 사건’
결정(2015)을 중심으로(신은종)

에 대하여: 자발적 직무변화의 통합적 모
형(강혜선․서배배․구자숙)

◐ 제16권 제2호(2016년 6월)

▪현장관리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내재
적 보상(김동배․김기태)
▪감염병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박은
정)

▪차등적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상대적 임금수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옥지호)
▪의중- 시장임금 갭이 대졸자 첫 취업까지

◐ 제15권 제4호(2015년 12월)

의 기간에 미치는 영향(최기성)
▪직무분석을 활용한 직무중심 인사관리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의
변화(사명철)
▪수학에 대한 태도 및 수학실력이 노동시
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남녀 임금격차를

고령화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김재
원․유규창)
▪역할급의 이론적 검토와 시사점(박우성․이
병하)

중심으로(임찬영)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고용

◐ 제16권 제3호(2016년 9월)

보험을 중심으로(이병희)
▪대구․경북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의 개선방안(전인․오선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이유
진․김의준)

▪노조 미가입 근로자의 근로자대표제도 인

◐ 제17권 제2호(2017년 6월)

식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노동조합과 노사
협의회 관계를 중심으로(최준하․이영면)
▪감정노동과 노동법(박은정)
▪산재보험 이용여부가 건강문제로 인한 노
동 미복귀에 미치는 영향: 직업성 손상을
중심으로(박지은․권순만)

▪중장년 취업자의 가구 및 일자리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자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박은선․김지범)
▪고령근로자의 삶의 만족: 직무만족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성지영․남은영․홍두승)
▪이직으로 행복해지는가? KLIPS를 이용한

◐ 제16권 제4호(2016년 12월)

이직 전후 직무만족의 변화 분석(김진하․
정재윤․박경원)

▪디지털화와 노동: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김기선)
▪일자리 질의 양극화 추이에 관한 실증분석
(이병훈․신광영․송리라)
▪장시간 근로와 조직: 초과근로시간이 여성
관리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신희연․한보영)
▪중소기업의 저생산성과 인적자원개발정책
(김태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조합의 도구적
역할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변화에 관한

▪가구 노동시간 변화와 노동소득 불평등 연
구(안서연)
▪장시간 근로 개선의 고용효과 추정(김남
현․이해춘․김승택)
▪지역 간 임금격차에 대한 고찰: 수도권․비
수도권을 중심으로(이종수)
▪해외직접투자와 노사관계 전략: 브라질 현
대자동차의 협력적 노사관계 전략(김동원)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항공운수사업을 중심으로(이기일․강을영)

연구(이영면․나인강․박재희)

◐ 제17권 제3호(2017년 9월)
◐ 제17권 제1호(2017년 3월)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 고용구조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의 고
용효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양지연)
▪직무만족, 생활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
생활만족의 매개효과와 고용형태의 조절효
과를 중심으로(박재춘)
▪연령별 이직의사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요
인별 직무만족, 요인별 생활만족을 중심으
로(김정은․강경주․이영면)
▪은퇴가 건강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최은영)
▪근로자 고령화가 기업의 신기술 도입과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장윤섭․양준석)

변화와 사회정책의 조절효과(박미희)
▪여성결혼이민자의 임금결정요인 분석: 중국,
중국(한국계), 베트남, 필리핀을 중심으로(조
선주․민현주)
▪경제정책이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성에 미치
는 효과 분석(박문수․이경희․김종호)
▪OECD 주요국의 노동시장정책과 빈곤 및 고
용성과 비교연구(남재욱)
▪일본에서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의 전개와
시사점(박선영)

◐ 제17권 제4호(2017년 12월)

을 대상으로(김우영․이정만)
▪영유아기 양육형태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업훈련과 이직: 직업훈련은 과소공급되고

영향(최경덕․안태현)

있는가?(유경준․이인재)
▪맞벌이 부부의 자녀돌봄시간 결정에 영향

◐ 제18권 제3호(2018년 9월)

을 주는 요인(김나영)
▪직무요구와 생활만족의 관계에서 퇴근 후

▪청년대상 개인지원 임금보조금의 정책설

모바일기기 업무사용과 일-가정 갈등의 다

계에서의 쟁점 진단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매개역할(박재춘)

중심으로(김태욱)

▪청년대상 임금보조금의 실효성 및 개편방
안에 관한 소고(김태욱)

▪채용연계형 인턴십 제도 도입 및 활용의
선행요인과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홍종
윤․이준구)

◐ 제18권 제1호(2018년 3월)

▪TMT-종업원 임금격차와 조직성과(김재
엽․최장호)

▪개방적 소통이 지식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
향: 고용형태의 조절효과 및 상호작용 공정
성의 매개효과(강수돌)

▪공공부문 민간위탁의 직접고용과 고용관
계 성과 :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사례와
함의(정흥준․노성철․김정훈)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자발적 이직률 간
의 관계: 인적자본 특성 및 인적자본 수준

◐ 제18권 제4호(2018년 12월)

의 조절효과(옥지호․박오원)
▪근로시간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
향: 내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
(유혜림)
▪정부의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양정승)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 배열 유형과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신영민)

▪ 대졸 청년 노동시장 이행의 코호트 간 비
교연구(강순희)
▪ 청년층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이행확률의
추정(최요한)
▪ 대학생 진로교육 참여와 노동시장 성과
(박천수)
▪ 일터학습 참여활성화의 영향 요인에 대
한 개인수준 실증연구(심용보)

◐ 제18권 제2호(2018년 6월)

▪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여부와 직장만족
도의 관계 : 청년층의 집단별 차이에 관한

▪사업체 고용의 질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
류와 매출액과의 관련성 검증(오승연․김
효진․홍세희)

비교(정도범)
▪ 참여적 작업조직과 기업훈련 : 성과배분의
조절효과(김동배)

▪지역고용정책은 청년실업 해소의 대안일
수 있는가? : 서울시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와

◐ 제19권 제1호(2019년 3월)

가능성(이상아․이승윤)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

▪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

엄 : 대졸 청년층을 중심으로(권혜자․이혜
연)
▪ 프리랜서들의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장종익)

▪ 청년 근로자의 조직몰입도 및 직무만족도
관련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분석(성정혜․
김춘경)
▪ 어떤 대중음악가들이 지속적 예술활동을 전

▪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삶의 만족에 미

망하는가? : 안정적 예술활동 전망에 있어

치는 영향 : 고용관계 특성의 조절효과를

사회자본의 효과(양종민․김서경․권현지)

중심으로(박광표․김동철)
▪ 팀 내 임금격차와 임금위치가 성과에 미
치는 영향: 한국프로야구 팀을 중심으로(양
동훈․고은정․장용준)

▪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정규직 여부에 따른 비교 및
분석(정도범)
▪ 절차적 공정성과 노사파트너십 제도가 직

▪ 헌신형 인적자원관리, 노조조직률, 사용자

무만족 및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

의 노사관계전략이 여성의 관리자 진출에

향 : 육군 복지시설 내 민간근로자를 중심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송민수․

으로(김경민․박기홍)

김동주)
▪ 최상위 소득 대체를 활용한 근로소득 불

▪ 세대 간 차이와 조직몰입의 관계 : 외재적
보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오상석)

평등 측정(유혜림․민인식)

◐ 제19권 제4호(2019년 12월)
◐ 제19권 제2호(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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