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호

뺷노동리뷰뺸 목차 색인
- 2020년 12월호 ~ 2021년 11월호 -

2020년

2021년

12월
노동포커스

3 감염병 확산과 가구의 경제 변화 (이승호)
특 집(Ⅰ) : 코로나19와 가구의 경제활동

7 코로나19 확산과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이승호)
21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홍민기)
특 집(Ⅱ) : 노동시장 평가 및 전망

41 2020년 노동시장 평가 및 2021년 전망
(동향분석실)
이슈분석

63 자동차부품업 노사관계 현황 기초분석
(정흥준ㆍ박명준)
통계프리즘

79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활용
노동판례리뷰

85 노동판례리뷰
주요 노동동향

99 주요 노동동향

1월
노동포커스

3 연성 노동정치의 주목할 성과 (장홍근)
특 집(Ⅰ) :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9 2020년 노사관계 평가 및 2021년 쟁점과 과제
(이정희)
특 집(Ⅱ) : 산업별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39
59
72
88
101
117

금속산업의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곽상신)
건설산업의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우상범)
방송산업의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이종수)
금융산업의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정청천)
공무직의 노사관계 평가와 전망 (조혁진)
플랫폼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박성국)

통계프리즘

133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현황
노동판례리뷰

139 노동판례리뷰
주요 노동동향

159 주요 노동동향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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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노동포커스

3 온라인 쇼핑 확대와 소매업 구조 및 고용 변화
(강동우)
특 집 : 온라인 쇼핑 확대에 따른 소매업 지역고용 및
소비행태 변화

7 온라인 쇼핑 확대와 소매업 구조 변화 (강동우)
20 온라인 쇼핑 확대가 소매업 사업체 수 및 고용에
끼친 영향 (최 충)
32 농식품 수요의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간 대체성
분석 (최동욱)
이슈분석

45 배달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문제 (조규준)
59 코로나19 대응 자영업 현금 지원 국제비교 (오상봉)
통계프리즘

75 2019년까지의 최상위 소득 비중
78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인근 지역에
미친 영향
노동판례리뷰

85 노동판례리뷰
주요 노동동향

103 주요 노동동향

3월
노동포커스

3 플랫폼 노동 보호,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라
(이승렬)
특 집 : 지역별 배달앱 사용과 음식 자영업자의 고용
구조 변화

7 음식 배달대행 배달원의 근로 실태와 일자리 비전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김영아)
22 주문중개앱 및 배달대행 서비스 사용 확산의 지역별
현황 :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고영우)
34 지역별 음식 자영업자의 배달앱 사용 특성에 따른
고용 변화 차이 분석 : 배달대행앱 이용을 중심으로
(방도형)

166

이슈분석

51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 2020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중심으로 (이기쁨ㆍ지상훈)
6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로 바라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유연근무제 활용과 변화 (지상훈)
77 청년 신규 취업자 규모 축소와 경력 취업자 증가
(김종욱)
통계프리즘

91 가계소비지출과 소비자동향지수(전망) 변화
노동판례리뷰

97 노동판례리뷰
주요 노동동향

113 주요 노동동향

4월
노동포커스

3 플랫폼 기업의 고용ㆍ노사관계 (이상준)
특 집 : 플랫폼 기업의 고용ㆍ노사관계

7 호출형 플랫폼 기업의 고용관계 : 음식배달업을 중
심으로 (정흥준)
22 고숙련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의 고용쟁점과 전망
(노성철ㆍ이찬우)
44 데이터 라벨러 일의 세계 : 크라우드형 플랫폼 기업
의 고용ㆍ노사관계 (이정희ㆍ이상준)
65 플랫폼 노동과 노동조합 : 스웨덴 사례 (강수돌)
통계프리즘

93 협약임금상승률 추이와 특성
노동판례리뷰

99 노동판례리뷰
주요 노동동향

107 주요 노동동향

5월
노동포커스

3 국제 교역의 노동시장 영향 (방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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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 국제 교역의 노동시장 영향

7 신남방 국가와의 교역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노세리)
19 대중국ㆍ베트남 무역 증가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구경현)
38 한ㆍEU 및 한ㆍ미 FTA가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에
미친 영향 (정주영)
이슈분석

55 노동소득분배율의 결정요인과 대기업/중소기업 사
이의 변화 (임용빈)
통계프리즘

75 영국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의 직업적 특성
노동판례리뷰

83 노동판례리뷰
주요 노동동향

99 주요 노동동향

6월

7월
노동포커스

3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 추이와 정책 방향 (성재민)
특 집 : 규모별 임금 격차 현황

9 사업체 규모 간 임금 격차 추이와 몇 가지 원인 분석
(성재민)
25 시장지배력과 대기업 임금 프리미엄 (강신혁)
38 로봇 도입과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방형준)
이슈분석

53 콜센터 노동의 취약성 (조규준)
71 코로나19로 변화한 생활인구와 음식업 창ㆍ폐업
행태 : 서울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지상훈)
통계프리즘

9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본 2020년 임금 분포
노동판례리뷰

97 노동판례리뷰
주요 노동동향

노동포커스

111 주요 노동동향

3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 (이정희)
특 집 : 사용자단체 의의와 역할

7 단체협약의 만인효를 위한 규범적 논의 (박제성)
18 프랑스 사용자단체의 대표성 제도와 단체협약
(손영우)
33 한국의 사용자단체 : 새로운 가능성 (전인·이정희)
이슈분석

59 성평등 노동시장 환경 구축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최세림)
통계프리즘

8월
노동포커스

3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향후 과제 (이병희)
특 집(Ⅰ) : 고용보험제도의 과제

9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김근주)
21 해외 주요국의 비정형 노동자 실업보험 현황
(박혁ㆍ이종임ㆍ정은진)
40 중고령자 계속고용 촉진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
(이병희)

81 산업재해자 수 및 재해율 추이
특 집(Ⅱ) : 노동시장 평가와 전망
노동판례리뷰

89 노동판례리뷰
주요 노동동향

105 주요 노동동향

57 2021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동향분석실)
통계프리즘

83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청년 대학생 임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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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89 노동판례리뷰

통계프리즘

47 2019~21년 분기별 소득 5분위 배율과 평균 소비
성향

주요 노동동향

105 주요 노동동향

노동판례리뷰

55 노동판례리뷰

9월
노동포커스

3 정체된 성별 임금격차의 원인과 정책 방향 (곽은혜)

주요 노동동향

69 주요 노동동향

11월

특 집 :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9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의 기회비용 (최세림)
30 임금차별과 차별임금공개에 대한 실험연구 (정세은)
45 전공분리, 직종분리, 임금격차의 관계 : 4년제 신규
대졸 취업자를 중심으로 (신선미·김종숙)
이슈분석

63 해외시장 매출 비중 변화가 제조 사업체 고용에 미
치는 영향 (김종욱)
74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주요국 실업보험 재정운영
전략 (박혁)
통계프리즘

113 지역별 방문자 수 및 카드 소비 지출 변화
노동판례리뷰

노동포커스

3 산업안전보건은 사업장의 ‘종합 예술’이어야 한다
(박종식)
특 집 : 법제도 변화 이후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

9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과 정책 방향 (전형배)
23 사업체들의 산업안전 활동 최근 동향과 과제
(김정우ㆍ조성재)
39 산업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의 과제 (조성재)
이슈분석

55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조직화와 배경 (조규준)
71 왜 노동자들은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내는가?
(노성철ㆍ이정희)

119 노동판례리뷰
통계프리즘
주요 노동동향

91 연령대별 부업참가자의 특징 및 주업과의 관계

139 주요 노동동향
노동판례리뷰

10월
노동포커스

3 그리 멀지 않은 초고령사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승렬)
특 집 :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와 빈곤

7 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 변화 유형과 특성 (이승호)
21 고령자의 노동궤적과 소득, 빈곤의 관계 (이원진)
34 주된 일자리 이탈과 빈곤 (남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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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노동판례리뷰
주요 노동동향

117 주요 노동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