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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휘보

(2016년 1월 ∼ 2016년 12월)

1. 법학연구소 주  활동

가. 학술활동

(1) 학술대회

제6회 서울 학교 법학 신진 비연구자 학술 회

2016. 3. 18.(금)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법원리로서의 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은 법을 지도하는 제3의 원리인가?
손제연 

(법철학 전공)

원물반환불능시 쌍무계약 청산

－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훈 

(민법 전공)

FRAND확약에 따른 표준특허권자의 소송상 권리행사 한계 연구

－FRAND확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특허침해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나지원 

(지적재산권법 전공)

‘국회선진화법’의 가중다수결 조항에 대한 헌법적 검토 최정인 

(헌법 전공)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비당사국 국가원수의 면제 강우현 

(국제법 전공)

Hans J. Wolff의 공법적 기관이론 우미형 

(행정법 전공)

<토론> 김현섭 (서울대 교수), 성중모 (서울시립대 교수), 
민현아 (법무법인 다래 변호사),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명준 (박사과정),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민법개정안에 한 심층연구

2016. 3. 25.(금)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이행⋅추완⋅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김재형 

(서울대)

상린관계에 관한 연구 최봉경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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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소개와 분석 권영준 

(서울대)
<토론> 김태선 (중앙대), 박수곤 (경희대), 이계정 (서울대)

랑스 개정 채권법[계약법]

2016. 3. 26.(토)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프랑스법에서의 제3자를 위한 계약 송재일

(명지대)

프랑스법상 계약의 해제⋅해지 김현진

(인하대)

프랑스법에서의 무효, 실효 이은희

(충북대)

프랑스채권법상 계약의 체결 이지은

(숭실대)

<토론> 최성경 (단국대), 서종희 (건국대)

노동법의 神話[1]: 취업규칙

2016. 5. 21.(토)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취업규칙을 넘어－판례법리와 그 비판 신권철

(서울시립대)

독일에서의 근로조건 결정체계 

－사업조직법상의 관련 법리를 중심으로

박귀천

(이화여대)

취업규칙 관련 법리의 문제점과 대안

－근로자위원회의 사업장협정 도입 모색

김홍영

(성균관대) 

<토론> 마은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진 (전북대)

컴퓨터과학과 의사결정

2016. 7. 4.(월)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Deep Learning and its Application 강명주

(서울대 수리과학부)

IBM Watson과 Decision Support System 서종모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토론> 주민철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기리 (서울고등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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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최근 쟁 들

2016. 7. 16.(토)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5년 단임 대통령제에 관한 행정법(학)적 연구 배병호

(성균관대)

私人의 公用收用과 公⋅私益의 調和 안동인

(영남대)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과 헌법원리와의 관계 강화연

(광주지방법원 판사)

<토론> 조성규 (전북대), 최계영 (서울대), 정은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한국자본주의의 발 과 법의 역할 변화

2016. 10. 12.(수)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 송석윤

(서울대)

한국형 시장경제의 심화와 경제법(공정거래법)의 역할 이봉의

(서울대)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와 노동법의 새로운 역할 이철수

(서울대)

경제위기(생활위기)의 상시화와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법의 과제 김복기

(서울대)

<토론> 이덕연 (연세대), 황승흠 (국민대), 홍명수 (명지대), 조성국 (중앙대), 
강성태 (한양대), 김홍영 (성균관대), 김 린 (인하대),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센터장)

공동소유법의 개정에 한 연구

2016. 11. 11.(금)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이동진

(서울대)

합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시도와 합유법의 개정

－합유에 관한 물권편과 채권편 규정 충돌의 해결

남효순

(서울대)

총유 규정의 개정 여부와 비법인사단의 규율 이계정

(서울대)

<토론> 권영준 (서울대), 최봉경 (서울대), 정병호 (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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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aw & Procedure at the Intersection of Time & Space

시간과 공간 속의 형사법

2016. 11. 18.(금)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효당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안성조

(제주대)

우리 형법상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형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중심으로

이진수

(서울대 법학박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오병두

 (홍익대)

대리형사사법의 원칙에서의 형법적용 흠결 보완기능 연구 조인현

(서울대 법학박사)

형법 제7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고찰 김기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상상적 경합개념의 역사적 발전 최준혁

(인하대)

증거능력과 직업법관 조기영

(전북대)

긴급피난에서 이익형량의 의미 김영중

(서울대 법학박사)

A Perspective on the Identity and Methodology of Korean Criminal 
Law and Procedure

한상훈

(연세대)

Criminal Justice Reforms in Japan: Act II Prof. Masahito Inouye

(Waseda University)

Exclusion of Evidence in the German Criminal Process Prof. Thomas Weigend

(Univ. of Cologne)

Exporting and Importing ‘Miranda’ Prof. Charles D. Weisselberg

(Univ. of California Berkeley)

각국의 노동개 과 노동법

2016. 11. 19.(토)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일본의 노동개혁과 노동법 최석환

(명지대)

프랑스의 노동개혁과 노동법

－주요 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조용만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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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동개혁

－ 2기 오바마 정부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강성태

(한양대)

<토론>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양승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다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자연법론의 쟁 과 동향

2016. 12. 10.(토)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전환시대의 법철학－자연법론의 귀환(?) 박은정

(서울대)

풀러의 유노믹스 강태경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자연주의적 자연법 이론 김현철

(이화여대)
<토론> 김건우 (광주과학기술원), 정채연 (KAIST)

이익충돌에 한 법  연구

2016. 12. 13.(화)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천경훈

(서울대)

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최계영

(서울대)

사법부에서의 이익충돌 박 준

(서울대)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 전종익

(서울대)

<토론> 김정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우미형 (서울대 법학박사), 
이상수 (서강대), 윤성현 (한양대)

검찰제도의 비교법  검토를 통해서 본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2016. 12. 16.(금)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검사의 지위와 기능 이상원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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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국가의 검사의 지위와 기능 한제희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최기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영미법계 국가의 검사의 지위와 기능 박종수

(한동대, 전 메릴랜드주 검사)
김한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한국 검사의 지위와 한국검찰의 나아갈 방향 이완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토론> 하태훈 (고려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창현 (한국외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훈 (세계일보 기자)

문서 조죄에 한 연구

2016. 12. 20.(화)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로마법상의 문서위조죄 최병조

(서울대)

독일에서 문서에 관한 죄의 연원에 관한 탐색

－문서개념의 보편성 및 고유성의 획득과 변천을 중심으로

이용식

(서울대)

일본 개정형법가안과 문서위조죄 신동운

(서울대)

<토론> 성중모 (서울시립대), 김봉수 (전남대), 김태명 (전북대)

탄핵심 의 헌법  쟁

2016. 12. 23.(금)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탄핵심판과 헌법 송기춘

(전북대)

탄핵심판과 헌법소송법 전종익

(서울대)
<토론> 이인호 (중앙대), 김하열 (고려대), 이종수 (연세대), 

노희범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전 헌법연구관), 김용훈 (상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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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과 문화 포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

일 자 주 제 강연자

2016. 3.16. 연구윤리제도의 현황－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관할과 절차를 중심으로

박정훈 교수

(서울대)

2016. 3.23. 과거(科擧)는 인재를 배양할 수 있는가? 박현순 교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HK)사업단)

2016. 3.30. 대학내 성희롱 문제,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한인섭 센터장

(서울대 인권센터)

2016. 4. 6. International Arbitration: A Mandatory Dialectic 벤자민 휴즈 교수 

(서울대)

2016. 4.20. 양안관계와 남북관계 박명규 원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6. 4.27.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변화 장병탁 교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2016. 5. 4. 화성에서 온 교수, 금성에서 온 학생 천경훈 교수

(서울대)

2016. 5.11. 열린 화장실의 도발. 레디메이드와 건축 남성택 교수

(한양대 건축학부)

2016. 5.18. 최고의 교수법 박남기 교수

(광주교대 前 총장/ 
교육학과 교수)

2016. 5.25. 슈미트의 법이론: 
합법성과 정당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도균 교수

(서울대)

2016. 9. 7. WTO 상소기구 관할권과 독립성: 
재판관 퇴임 후기

장승화 교수 

(서울대)

2016. 9.21. 도교와 산 김지현 교수

(서울대 종교학과)

2016. 9.28. 금융과 도박의 경계 정순섭 교수

(서울대)

2016.10.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강진명 팀장

(서울대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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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reign Authority Forum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

일 자 주 제 강연자

2016. 3.21. “헌법의 수호자” 논쟁－그리고 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은 왜 그렇게 다른 의견을 가져야 했는가

Prof. Matthias Jestaedt
(Dean of the faculty of 
law, Univ. of Freiburg)

2016. 3.29. Competition Law Convergence: The Roles of 
Economics

Prof. David J. Gerber
(Chicago-Kent College of Law)

2016. 5.17. The Power and Promise of International Government 
Procurement

Dean Danielle M. Conway
(Univ. of Maine 
School of Law)

2016. 5.31. Recent Trends in Conflict of Laws: A Quebec 
Perspective with a Comparative Look at the 2001 
Conflict of Laws Act (Gukjesabeop) of the Republic 
of Korea

Prof. Gérald Goldstein 
(Univ. of Montreal

Faculty of Law)

2016. 9.20. Current Trends and Issues of Japanese Legal 
Education

Prof. Masahiko IWAMURA
(Dean of the faculty of law, 

Univ. of Tokyo)

2016.10.19. 규장각의 연혁과 자료 강문식 학예연구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기반연구부)

2016.10.26. 남중국해 분쟁과 아시아의 미래 김화진 교수

(서울대)

2016.11. 2. K-contents의 현재와 전망 표종록 대표/변호사

(JYP픽쳐스)

2016.11. 9. 북한 경제와 통일 김병연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2016.11.16. 무역구제와 무역위원회의 역할 신희택 교수

(서울대)

2016.11.23. 근육과 건강: 근력운동이 꼭 필요한가? 송 욱 교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2016.11.30. 공직의 의의와 가치 

－민주체제와 법치국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정훈 교수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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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행물

(1)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1호∼제4호

(2) ｢Journal of Korean Law｣ Vol. 15 No. 2 (June 2016)

Vol. 16 No. 1 (December 2016)

(3) 법학연구총서

제58권: 김성민, �서식의 충돌� (2016. 3)

제59권: 이진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2016. 5)

제60권: 이 용,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2016. 8)

제61권: 이민열,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2016. 10)

다. 기타활동

제2회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

￭ 일 자: 2016. 3. 10.(금)

￭ 장 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 수 상 자: 이동진 교수 (서울대학교 법대)

￭ 수상논문: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의 법정손해배상: 해석론과 입법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

2016. 9.29. Legal Education in Spai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Prof. Antonio Serrano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UAB) 
School of Law, Spain)

2016.11. 3. The Flexicurity Concept and Labour Protection: 
The Policies of the Netherlands and the EU

Prof. Klara Boonstra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Faculty of Law, Netherlands)

2016.11.29. Indigenous Peoples and the Environment in Hawai‘i Prof. David M. Forman
(Univ. of Hawai‘i at 

Mānoa School of Law)

2016.12. 9. Hanjin Shipping’s Bankruptcy and Cross-Border 
Insolvency in Japan and China

Prof. Jin Chun 
(Doshisha Univ. 
Faculty of Law)



234   �서울대학교 法學� 제57권 제4호 (2016. 12.)

2. 융법센터

가. 학술회의

Recent Developments in Corporate Law

2016. 9. 2.(금) / 우천법학관 305호

14:00∼14:10 Opening Remarks Sun-Seop JUNG 
(SNU)

[Session 1] Revision of Japanese Corporate Law Moderator: Joon PARK 
(SNU)

14:10∼14:45 Recent Working Group Discussion in 
Revision of Japanese Corporate Law

Gen GOTO 
(Tokyo Univ.)

융회사지배구조와 융규제

2016. 8. 20.(토) / 우천법학관 101호

[Session 1]

13:30∼14: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금융규제 정순섭 교수 (서울대)

금융회사의 업무집행기관 김홍기 교수 (연세대)

금융회사의 주주통제

－ 대주주적격성심사를 중심으로

김태진 교수 (고려대)

14:30∼14:50 Break

[Session 2]

14:50∼15:50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임정하 교수 (서울시립대)

금융회사의 보수규제 최문희 교수 (강원대)

15:50∼16:10 Break

[Session 3]

16:10∼17:10

금융회사의 소수주주권 이정수 / 정원일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타법과의 관계 송창영 / 김시목 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종합토론>

17:10∼18:30

김채윤 변호사 (국민은행), 박준우 변호사 (미래에셋생명)
송민경 박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윤법렬 변호사 (KB투자증권)
이인영 변호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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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행물 

(1) BFL (Business Finance & Law) (도서출판 소화), 제75호∼제80호

(2) BFL 총서 ⑪, 박준⋅정순섭, �자본시장법 기본 판례�(도서출판 소화)

14:45∼15:00 Comment Kyung-Hoon CHUN 
(SNU)

15:00∼15:20 Discussion

[Session 2] Legal Issues of Recent Merger 

Case in Korea

Moderator: Haruo HIRANO 
(Tokyo Univ.)

15:40∼16:15 Corporate Law Issues in Recent 
Samsung Group Merger

Ok-Rial SONG
(SNU)

16:15∼16:30 Comment Keiichi KARATSU 
(Tokyo Univ.)

16:30∼16:50 Discussion

16:50∼17:00 Closing Remarks Tomotaka FUJITA 
(Tokyo Univ.)

주가연계증권 련 소송의 법  쟁 과 과제

2016. 9. 24.(토) / 우천법학관 101호

14:00∼14:30 주가연계증권 관련소송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판단 기준

정순섭 교수 (서울대)

14:30∼15:00 주가연계증권 관련소송을 통해 본

불공정거래규제상 쟁점

김연미 교수 (성균관대)

15:00∼15:20 Break

15:20∼15:50 주가연계증권 관련소송과 민법상 

조건성취방해의 법리

이상훈 교수 (경북대)

<종합토론>

15:50∼17:30

김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안수현 교수 (한국외대)
엄세용 부장 (한국거래소), 이숭희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최문희 교수 (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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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활동

(1) 금융거래의 새로운 현상과 쟁점(금융법무과정 제9기)

￭ 주임교수: 노혁준, 이계정

￭ 기간: 2016. 3. 2.∼6. 22.

날 짜 주 제 강 사

3/2(수) 입학식

신금융과 금융거래의 미래 김건식 교수 (서울대)

3/9(수) 차명계약의 법리 이동진 교수 (서울대)

신디케이티드 대출 한  민 교수 (이화여대)

3/16(수) 은행 여수신 거래의 최신 쟁점 박상용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부동산집합투자와 금융 강  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3/23(수) 금융계약의 주요내용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금융계약과 상계 권영준 교수 (서울대)

3/30(수) 후순위약정과 후순위채 이선지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인수금융의 현안 우동석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4/6(수) 독립적 은행보증 윤진수 교수 (서울대)

집합동산 담보제도 김재형 교수 (서울대)

4/20(수) 보증인보호와 구상관계 김형석 교수 (서울대)

증권 불공정거래의 규제 이상헌 수석검사역 (금융감독원)

4/27(수) 전자계약과 전자문서 김기창 교수 (고려대)

전자금융거래의 쟁점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5/4(수) 파생거래 규제의 주요 이슈 정순섭 교수 (서울대)

ISDA마스터 계약 정성구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5/11(수) 증권대차 / Repo 거래 정순섭 교수 (서울대)

신용스왑 박  준 교수 (서울대)

5/18(수) 파생상품거래와 담보 박  준 교수 (서울대)

파생상품에 관한 분쟁 정순섭 교수 (서울대)

5/25(수) 채권집행의 쟁점 이계정 교수 (서울대)

배당 실무 박영호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6/1(수) 최근 민사집행의 현안 이  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조별논문발표회

6/11(토)

∼

6/12(일)

신탁구조와 금융거래 신영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금융거래에 관한 신탁판례 노혁준 교수 (서울대)

양도담보의 실무상 쟁점 이계정 교수 (서울대)

6/22(수) 수료식 및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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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과법센터

가. 학술활동

(1) 학술대회

제11회 과학기술법 포럼: 사물인터넷의 황과 법정책

2016. 1. 18.(월) /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발표 및 토론 황창근 교수 (홍익대 교수) 
윤진수 상무 (삼성전자)

정부만 본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정경오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

유럽에서의 특허 활동－ 의료기술을 심으로

2016. 6. 23.(목) / 더팔래스 호텔 1층 로얄 볼룸 

14:00∼14:10 축사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Miguel HERRERA 

(유럽특허청 진단치료기국장) 

[제1세션]
14:10∼15:30

유럽특허청에서의 특허등록

－자산, 절차, 우선심사 등

José RODRÍGUEZ COSÍO 
(유럽특허청 심사관) 

다가오는 EU의 통일 특허시스템
Miguel HERRERA 

(유럽특허청 진단치료기국장) 

<토론> 임보경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제2세션]
16:00∼17:30

치료 방법, 수술 방법, 그리고 진단 방법 Martin SCHINDLER 
(유럽특허청 심사관)

컴퓨터 기반 의료 발명
Michael OLAPINSKI 
(유럽특허청 심사관)

한국의 의료기술특허 관련 쟁점 분석
이태영 

(법무법인 세종 변리사) 

<토론> 최정윤 (특허청 의료기술심사팀장), 
심영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17:30∼18:0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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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개인정보의 보호  활용

2016. 6. 24.(금) / 포시즌스 호텔 6층 ARA (동시통역 제공)

사회: 정상조 교수 (서울대)

데이터 기술과 프라이버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의 

제언을 야기한 신생 기술들－머신 러닝,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에서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Peter Fleischer 변호사

(구글 글로벌 

프라이버시담당)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제도 권영준 교수 

(서울대)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만 본부장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의 현황과 쟁점 박광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나. 간행물

 ｢Law & Technology｣ 제12권 제1호∼제6호(도서출판 풍남)

자율주행자동차 시 의 과제－ 기술, 윤리, 법, 보험의 에서

2016. 11. 23.(수) / 쉐라톤 호텔 다이너스티A홀 

18:50∼20:10 사회: 정상조 교수 (서울대)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기술/법/윤리적 과제 서승우 교수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과제 권영준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윤리적 과제 김현섭 교수 

(서울대 인문대학)

자율주행자동차 시대 사고책임 주체 검토

－자동차보험 운영 측면에서

기승도 수석연구원

(보험연구원) 

20:10∼20:40 <패널토론>
김정하 (국민대학교 자동차융합대학 교수), 
구본권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장, 한겨레신문 기자), 
이중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장)

20:40∼21:0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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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산업법센터

가. 학술활동

(1) 국내 학술세미나

정부3.0추진 원회⋅서울 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공동정책토론회

빅데이터 활용의 법  쟁

2016. 5. 19.(목) / 플라자호텔 메이플룸 (4층)

주 최: 정부3.0추진위원회⋅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주 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사회: 송희준 위원장 (정부3.0추진위원회,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빅데이터의 능력과 가치, 그리고 지능정보사회 최정환 센터장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센터) 

민간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구태언 변호사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토론>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신종원 본부장 (YMCA시민문화운동본부), 
이희정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상 데이터 활용의 법적 쟁점과 법적 근거 확보방안 권헌영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종합토론> 이재영 창조정부기획관 (행정자치부), 

윤혜선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보라미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 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50회 세미나

개인정보 국외이 에 한 법  쟁 과 국제  조화 방안

2016. 6. 16.(목) / 서울 플라자호텔 오키드룸 (4층)

사회: 함인선 교수 (전남대)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운영 현황과 한계 김도엽 변호사 (삼성전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훤일 교수 (경희대)

EU 적합성 평가 측면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법제도의 현황과 

국제적 조화 방안

박광배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종합토론> 사회: 임종인 교수 (고려대)

패널: 박종현 과장 (행정자치부), 이창범 교수 (경희대), 최경진 교수 (가천대), 
최윤정 과장 (방송통신위원회), 허해녕 팀장 (KISA), 이진규 팀장 (네이버), 
이진화 팀장 (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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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52회 세미나

방송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2016. 11. 17.(목) / JW 메리어트 서울 (서초구 반포동) 3층 미팅룸3

사회: 이원우 교수 (서울대)

유료방송 시장의 현황과 과제 이성엽 교수 (서강대)

<토론> 정인숙 교수 (가천대)

OTT 서비스의 현재, 미래 그리고 규제정책 이상원 교수 (경희대)

<토론> 성욱제 박사 (KISDI)

해외 주요국의 지상파재송신 분쟁 이슈와 시사점 김태오 박사 (KISDI)

<토론> 안재형 변호사 (SBS), 장주봉 변호사 (광장)

<종합토론> 사회: 윤석민 교수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패널: 고민수 교수 (강릉원주대), 안재형 변호사 (SBS), 이성춘 상무 (KT), 
조영신 박사 (SKT), 박형일 상무 (LGU+), 한상혁 국장 (KCTA)

서울 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6년 하계 워크샵

신과 규제: 과학기술의 신과 경제규제

2016. 8. 22.(월)∼24.(수) /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 

<1일차> 사회: 김재광 교수 (선문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혁신과 사전규제 제도 김태호 강사 (서울대)

<종합토론>

패널: 이희정 교수 (고려대), 고민수 교수 (강릉원주대), 황성기 교수 (한양대), 
안정민 교수 (한림대), 송시강 교수 (홍익대), 윤혜선 교수 (한양대), 
김남국 변호사 

<2일차> 사회: 정호경 교수 (선문대) 

혁신과 규제: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규제 이원우 교수 (서울대) 

<종합토론>

패널: 권헌영 교수 (고려대), 박재윤 교수 (충북대), 김태오 박사 (KISDI), 
방정미 박사 (서울대), 권은정 연구원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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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공익산업법센터⋅(사)한국경찰법학회 공동학술 회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경찰작용과 개인정보보호

2016. 11. 18.(금)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15-1동) 304호

사회: 최정일 교수 (동국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위험사전방지의 한계 성봉근 박사 (고려대) 

<토론> 김태호 강사 (서울대), 김기범 교수 (경찰대)  

사회: 최병각 교수 (동아대)

수사기관의 공무소조회와 개인정보보호 유주성 교수 (경남대)

<토론> 전학선 교수 (한국외대), 이종서 경정 (경찰청 수사국)

서울 학교 공익산업법센터⋅(사)한국사이버안보법학회 공동학술 회

세계 각국의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시사

2016. 12. 9.(금) / 강남삼정호텔 회의장

[제1주제] 좌장: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북미의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시사점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조정은 박사 (건국대)

<토론> 곽대훈 교수 (충남대), 김정임 박사 (국회), 성중탁 교수 (경북대)

[제2주제] 좌장: 이희정 교수 (고려대)

유럽연합의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시사점(1)
－독일을 중심으로－

성봉근 박사 (고려대) 

<토론> 김성천 교수 (중앙대), 이경렬 교수 (성균관대), 박상돈 박사 (NSR) 

[제3주제] 좌장: 박균성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경희대)

유럽연합의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시사점(2)
－프랑스를 중심으로－

오승규 교수 (중원대) 

<토론> 이정현 박사 (KISA), 정관선 박사 (헌법재판연구원),
정태진 박사 (사이버폴리싱센터장)

[제4주제] 좌장: 박균성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경희대)

아시아의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시사점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김재광 교수 (선문대) 

<토론> 김현경 교수 (한국과기대), 나채준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최종권 박사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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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55회 세미나

방송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2016. 12. 15.(목) / 더그린테이블 (강남구 선릉로155길 13 2층)

사회: 이원우 교수 (서울대)

2017년도 통신시장의 규제이슈 여재현 박사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2017년도 방송시장의 규제이슈 박동욱 박사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

[종합토론] 2016년 사이버안보법정책의 회고와 2017년의 전망

좌장: 정준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장)

<토론> 김소정 박사 (NSR 정책실장), 박균성 교수 (경희대), 
김기표 교수 (부산대, 본회 고문), 김민호 교수 (성균관대),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 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제56회 세미나

ICT융합신기술의 발 과 규제개 의 과제 

2016. 12. 19.(월)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

[제1주제] 사회: 이원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보험제도의 개선과제 김범준 교수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토론> 배현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동균 교수 (가천대학교 길병원)

[제2주제] 사회: 이희정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핀테크산업 관련 법적 쟁점들 김두진 교수 (부경대학교 법학과)

<토론>  이준희 부실장 (현대카드 경영법무실), 최수열 부장 (JB 금융지주 시너지사업부) 

[제3주제] 사회: 이정동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동차 자율주행의 이해 이경수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론>  강선준 팀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봉환 교수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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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학술세미나

서울 학교 법학 문 학원 공익산업법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제13회 국제학술 회

2016. 9. 22.(목)∼23.(금)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15-1동) 302호

<제1일> 혁신과 규제: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규제: 비교법적 접근 

전체사회: 윤혜선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개 회 사: 이원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센터장, 공익산업법센터)

환 영 사: 조홍식 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축    사: 이상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경욱 국회의원 (새누리당)
손금주 국회의원 (국민의당)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및 경과보고: 김태호 선임연구원 (공익산업법센터)

기조연설: 이원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센터장, 공익산업법센터)

제1부 영미와 한국에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규제 

사회: 임종인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미국] “금지되지 않은 모든 것은 허용된다”: 규제와 

혁신에 대한 미국의 시각

Prof. Christopher S. Yoo 
(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 

<토론> 우지숙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영국] 법, 규제 그리고 기술혁신 간의 긴장관계: 영국

의 경험에서 도출한 최근 사례들을 중심으로

Prof. Karen Yeung
(The Dickson Poon School of Law, 

King’s College London)
<토론> 윤혜선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 한국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 

디자인과 규제 체제의 전환의 과제

이병태 교수 (카이스트 경영학과)

<토론> 이희정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부 유럽 대륙 국가에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규제 

사회: 경  건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독일] 혁신과 규제: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Prof. Thomas Fetzer 
(School of Law and Economics, 

Univ. of Mannheim) 
<토론> 김태오 연구위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프랑스] 과학기술 혁신과 허가 제도

－정보통신기술 융합 현상의 수용을 중심으로－

Bertrand du Marais 재판관 

(Conseil d’Etat)

<토론>  권헌영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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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집담회

① 경제규제와법 연구회 월례세미나

<제17회> 2016. 1. 11. / 서울대학교 서암관 606호 

신유형 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방송규제 정책방안 김태오 박사 (KISDI)

한국 개인정보 법체계 관련 쟁점 황지은 사무관

<제18회> 2016. 3. 14. / 서울대학교 서암관 606호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유럽사법재판소의 세이프하버 무효 판결을 계기로

류승균 법무관 

최근 이슈되는 프랑스 판결 소개(CC, 18 mars 2015) 왕승혜 박사

제3부 종합토론

사회: 박재천 교수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사업자 패널 토론> 이상헌 실장 (SKT), 정연아 이사 (NAVER), 이상주 전무 (삼성전자) 
현병렬 상무 (KT), 박형일 상무 (LGU+)

<정부 패널 토론> 강도현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

<일반토론> 고민수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안정민 교수 (한림대학교 국제학부) 
왕승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이계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최승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일> 혁신과 규제: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규제: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전체사회: 윤혜선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부 사회: 이정동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협동과정)

과학기술 혁신과 허가 제도

－정보통신기술 융합 현상의 수용을 중심으로－

김태호 선임연구원 

(공익산업법센터)

뉴 미디어 기술의 시대에 있어 공영방송의 구조와 기능 송시강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기술규제,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이광호 센터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기술규제연구센터) 

인공지능과 산업규제 장원철 교수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제2부 종합토론 사 회: 김재광 교수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토론> 이종수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협동과정), 
박상욱 교수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황성기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성욱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휘보   245

  ② 방송법 연구회 월례세미나

나. 간행물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1호∼제2호(극동디앤씨(주))

<제19회> 2016. 4. 11. / 서울대학교 서암관 606호 

공공방송의 거버넌스－행정조직법적 연구－ 송시강 교수 (홍익대)

핀테크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박리나 변호사

<제20회> 2016. 5. 9. / 서울대학교 서암관 606호 

정부 3.0과 행정법 권헌영 교수 (고려대)

방송분쟁조정제도의 운영 현황 김태오 박사 (KISDI)

<제21회> 2016. 6. 13. / 서울대학교 서암관 606호 

재량에 관한 일고 이희정 교수 (고려대)

<제22회> 2016. 9.12 / 서울대학교 서암관 606호 

규제개혁위원회의 발전 방안 김태호 박사 

방송광고 규제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심결례 분석 정인영 사무관

<제23회> 2016. 10. 10. / 서울대학교 서암관 606호 

영국 금융기관의 규제 서승환 박사

자율주행자동차－법적 제도적 현황 및 분석－ 최  용 변호사

<제1회> 2016. 10. 7.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방송시장과 분쟁이슈 안재형 변호사

<제2회> 2016. 11. 24. / 반포원 4층 데이지룸 

방송의 개념과 방송의 자유 고민수 교수 (강릉원주대)

<제3회> 2016. 12. 22. / 오스테리아꼬또 

공영방송제도의 현황과 과졔 강형철 교수 (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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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인권법센터

가. 학술활동

(1) 공개강좌

① 제10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

   매주 수요일 19:30∼22:00 / 서울대 법대 17동 6층 (서암홀)

날짜 주          제 강  사

8/31 인사말 / 강좌소개 / 자기소개

인권의 세계

수강생 일동

한인섭 교수 (서울대)

9/7 국제인권법의 의의와 역할

헌법의 이해

정인섭 교수 (서울대)
전상현 교수 (서울대)

9/21 정의란 무엇인가

공익입법운동

김도균 교수 (서울대)
김남근 변호사 (위민)

9/28 날아라 노동

젠더와 법: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은수미 (전 더민주 국회의원)
양현아 교수 (서울대)

10/5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사법부: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홍성수 교수 (숙명여대)
한홍구 교수 (성공회대)

10/8 규장각 안내 규장각 학예사

10/12 쫄지 마 형사절차

재심 무죄 판결

황희석 변호사 (민변)
박준영 변호사 (새봄)

10/19 노동을 변호하다

불온한 시민? 불온한 소송?
김선수 변호사 (시민)
최강욱 변호사 (청맥)

10/26 우리나라의 법제정과 입법과정

복지와 평등

이우영 교수 (서울대)
김복기 교수 (서울대)

11/2 표현의 자유 남북한 관계의 검토

탈핵과 녹색

이효원 교수 (서울대)
하승수 변호사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11/9 검찰을 생각한다

법원을 생각한다

김인회 교수 (인하대)
문유석 판사

11/16 부정의와 재봉건화의 시대, 정의와 사회권을 말한다.
예술에서 나타난 법의 상징

조  국 교수 (서울대)
최종고 명예교수 (서울대)

11/23 위험사회에서 삶과 질

개성공단의 의미

이재열 교수 (서울대)
김진향 교수 (KAIST)

11/30 표현의 자유

여성혐오의 개념과 젠더

박경신 교수 (고려대)
배은경 교수 (서울대)

12/7 수료식 강좌 운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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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0회 국제인권법

   매주 수요일 19:00∼21:00 / 서울대 법대 백주년 기념관 주산홀

날짜 주           제 강  사

9/21 개강식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정인섭 교수 (서울대)

정인섭 교수 (서울대)

9/28 국제인권규범과 기업활동 이상수 교수 (서강대)

10/5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도경옥 부연구위원 

(통일연구원)
10/26 식민지⋅전시 여성 성폭력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양현아 교수 (서울대) 

11/2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혐오표현의 문제 이주영 연구위원 

(서울대 인권센터)

11/9 한국의 난민처우와 실태 김종철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11/16 UN 인권 메카니즘의 이용 안윤교 총괄책임자 

(UN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11/23 국제구호 현장의 사람들 강도욱 간사 (월드비전)

수료식

(2) 국내 학술세미나

사회권의 황과 과제 * 고용복지법센터와 공동개최

2016. 6. 24.(금) / 서울대 법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제1부] 한국 사회권의 현황과 국제인권법

사회: 정인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의 사회복지 지표와 사회권 현실 남기철 교수 (동덕여대)

법으로 본 한국의 노동과 사회보장 강성태 교수 (한양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요청 황필규 변호사 (공감)

국제인권재판에서 사회권의 문제: 
유럽인권재판소를 중심으로

김성진 국제심의관 

(헌법재판소)

[제2부] 사회권의 재정립

사회: 김복기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권, 민주공화국, 인권의 정치 장은주 교수 (영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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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복권을 위한 구상 이준일 교수 (고려대)

여성 사회권과 젠더화된 시민권의 재구성 황정미 연구교수 (고려대)

[제3부] 사회권 실현을 위한 과제

사회: 조  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권과 사법심사: 
여전히 “생성중인” 권리의 복권을 위하여

한상희 교수 (건국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철학

－ 사회권을 중심으로

박찬운 교수 (한양대)

독일의 사회법원 차성안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서울시의 사회권 실천현황: 청년정책 사례 양호경 담당관 

(서울시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

2016년 경제민주화 심포지움

2016. 9. 30.(금) / 서울대 법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특별강연]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변형윤 명예교수 (서울대)

[특별대담]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에 대한 김종인의 회고

김종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인섭 교수 (서울대)

[제1부] 사회⋅경제적 논의

우리 헌법의 경제민주화 사상과 제119조의 문맥 이병천 교수 (강원대)

주주자본주의 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과 글로벌 

차원의 경제민주화

이  근 교수 (서울대)

보다 넓고, 보다 깊은 경제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정승일 대표 (사회민주주의센터)

경제민주화와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박상인 교수 (서울대)

[제2부] 헌법적 논의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수용과 헌법적 과제 김형성 교수 (성균관대)

경제정의와 헌법 송기춘 교수 (전북대)

경제민주화의 기원 황승흠 교수 (국민대)

바이마르 헌법과 경제민주화 송석윤 교수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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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행물

(1) ｢공익과 인권｣ 통권 제16호(2016. 10)

(2) 남기철 등,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2016. 12)

다. 기타활동

(1) 특별강연

(2)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 손에손을잡고)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노동문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3부]

  (I) 제20대 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소개 및 평가

더불어 민주당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 의장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II)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노동자 경영참가와 노사관계 차원의 경제민주화 송강직 교수 (동아대)

독일의 참가형 노사관계 강수돌 교수 (고려대)

스웨덴 노동자의 경영 및 소유 참가와 시사점 신범철 교수 (경기대)

한국에서 ‘근로자 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박태주 (서울모델협의회 회장)

2016. 10. 20.(목) / 서울대 법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1층 최종길홀

국제형사재판의 실제와 인권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2016. 11. 16.(수) / 서울대 우천법학관 15-1동 303호

노회찬, 사법을 말하다 노회찬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2016. 8. 20.(토) / 서울대 우천법학관 15-1동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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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 대회 공고일 기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3인으로 이루어진 팀

  * 팀원은 동일 로스쿨 재학생이 아니어도 무관함.

∙ 경연문제 

  - 우리사회에서 문제되는 노동관련 현안 

  - 사후심 및 법률심을 전제로 하는 법리논증방식

∙ 경연대회 일정

  - 개최 공고일: 2016. 5. 26.(목)

  - 신청접수: 2016. 5. 26.(목)∼2016. 6. 7.(화)

  - 문제공고일: 2016. 6. 7.(화)

  - 변론서 접수기한: 2016. 7. 8.(금)

  - 서면심사발표: 2016. 7. 22.(금)

  - 본대회 서면 제출 기한: 2016. 8. 12.(금)

  - 본대회 및 시상식 2016. 8. 20.(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6. 국제통상⋅거래법센터

가. 학술활동

(1) 제6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 Competition>

￭ 일자: 2016. 2. 20.(토)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 법정

￭ 주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대한상사중재원, (사)국제중재실무회, 

(사)서울국제중재센터

￭ 주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통상⋅거래법센터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국제거래법학회, 법무법인 광장,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법무

법인(유한)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

￭ 소개: 전국 규모의 모의 국제상사중재 대회로서 매년 4월 비엔나와 홍콩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국제 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인 Vis Moot Competition 

대회와 동일한 문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격은 전국의 법과대학⋅법

학전문대학원, 대학원 법전공자 또는 사법연수원 재학생들로 구성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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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팀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준비서면을 모두 제출한 

6개 팀이 구두변론에 참가하였습니다. 각 팀 별로  두 번의 예선라운드에서 

얻은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 순서대로 4강에 진출하였으며, 

이들이 4강전, 결승전을 치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대회에도 국내 유수의 중재전문 변호사 및 교수들이 중재인으로 

참여하여 참가팀들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모의 중재대회는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중재관련 기관 및 상사중

재법을 전공으로 하는 실무가, 학자 및 미래의 법조인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중재 커뮤니티 연례행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 Seminar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Balancing Sovereignty and Foreign Investor Protec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New Challenges and New Proposals >

￭일자: 2016. 8. 16.(화)

￭장소: 서울국제중재센터 9층 국제회의실

￭주최: 서울대학교 법대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통상⋅거래법센터, (사)대한상사중재원, (사)서울국제중재센터

￭후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Opening & Introduction Hi-Taek Shin
(Chairman, Seoul IDRC/ 

Professor of SNU)
[Session 1] New Challenge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Moderator: Deok-Young Park (School of Law, Yonsei Univ.)

Exploring the Outer Parameter of the MFN Clause 

－ Its Function, Nature and Limitation

Tony Andriotis
(Hughes Hubbard & Reed, LLP)

Between Commercial Loss from Legitimate Governmental 
Measures and BIT Impugned Expropriation

－ Complexities of Indirect Expropriation

Baiju Vasani
(Jones Day)

The Role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 Investment 

Arbitration － Jurisprudence and Recent Cases

Shotaro Hamamoto
(Kyoto University)

<Discussants> Byung-Chol Yoon (Kim&Chang), Suehyun Lim (BKL), 
Sunkyun Rho (Ministry of Justice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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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th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Moot Competition Asia Pacific Rounds

   ￭ 일자: 2016. 8. 17.(수)∼8. 19.(금)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 법정 

￭ 주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통상⋅거래법센터), Center for

International Legal Studies (CILS), (사)대한상사중재원

￭ 협력기관: 법무부, (사)서울국제중재센터

￭ 소개: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Moot (FDI 

Moot)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로, 본선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

스에서 2016년 11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지역대회는 예비 법조인들

을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토론의 장을 제고하고

자 Center for International Legal Studies (DCILS⋅오스트리아)와 협력

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 변론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8개국 20개팀이 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중재인 75명을 포함해

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중국, 홍콩, 중국 (SAR),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베트남 출신입니다. 이 대회

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 투자 중재 커뮤니티가 국제 투자법 및 조약

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법률가들을 모으기 위한 연례 행사로 확립되었습

니다. 

[Session 2] New Development and Proposals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Investment Arbitration

Moderator: Jaemin Lee (SNU)

Assessment of the EU Proposal for Investment Arbitration Court Joongi Kim
(School of Law, 

Yonsei University)

Introduction of Appellate Mechanism in Investment Arbitration

－ Legal and Logistical Issues of an Appellate Proceeding in 
Investment Arbitration

James Claxton
(Kobe University)

A New Way of Financing Investment Arbitration
－Contributions of and Concerns over Third Party Funding

Adriana Alexis Co Uson
(SIAC)

<Discussants> Jaehyoung Lee (School of Law, Korea University), 
             Robert Wachter (Lee&Ko), Sae-Youn Kim (Yul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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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투자중재법 포럼

장소: 서울국제중재센터 11층

나. 기타활동

(1) 초청/특별 강연 

2016. 4. 28.(목) / 서울대 법대 17동 517호 (* 국제법무학회 공동 주관)

국제법무와 법률가의 역할 김정연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2016. 5. 19.(목) / 서울대 법대 17동 517호 (* 국제법무학회 공동 주관)

내가 사랑하는 법 김갑유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6. 7. 1.(금) / 서울대 법대 15-1동(우천법학관) 101호

투자중재: 관할 및 절차에 관한 쟁점 신희택 교수

(서울대)

날짜 주제 발표자

2016. 2.15.(월) ICSID ARB/11/33 Adel A. Hamadi Al 
Tamimi v. Oman 사건 검토

이재민 교수

(서울대)

2016. 3.21.(월) TPP 투자 조항 개괄적 검토 이은재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2016. 4.18.(월) Arbitration Rules in Investment 

Arbitration

이재민 교수 

(서울대)

2016. 5. 3.(화) Potential international law claims arising 

out of environmental pollution

Mark Mangan
(Dechert LLP)

2016. 6.20.(월) 투자중재에 있어서의 Damages 연구 신희택 교수 

(서울대)

2016. 7.18.(월) Arbitrary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임수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6. 9.26.(월)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임아영 변호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6.10.31.(월) Philip Morris v.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사건 검토

정교화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2016.11.14.(월) Glamis Gold, Ltd. v.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사건 검토

김세연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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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10th Annual Meeting

￭ 일  정: 2016. 3. 30.∼4. 2.

￭ 장  소: Washington, D.C. 미국

￭ 이재민 교수 인솔 아래, 강우현, 김혜인, 백지열, 육은석 총 4명의 법학

대학원 학생이 센터의 지원을 받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국제

법학회 제110회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7. 경쟁법센터

가. 학술활동

2016. 7. 2.(토) / 서울대 법대 15-1동(우천법학관) 101호

투자중재: 실체적 보호 기준 이재민 교수

(서울대)

2016. 11 3.(목) / 서울대 법대 17동 517호 (* 국제법무학회 공동 주관)

Rule-making at UNCITRAL: How it’s done? 이재성 Legal Officer 
(UNCITRAL) 

2016. 11 10.(목) / 서울대 법대 17동 6층 서암홀 (* 국제법무학회 공동 주관)

전환기의 기업법무 김재훈 상무

(삼성전자 법무실)

2016. 11 17.(목) / 서울대 법대 17동 517호 (* 국제법무학회 공동 주관)

국제법무와 법무부 검사의 역할 구상엽 과장

(법무부 국제법무과)

<제1차 법⋅정책세미나>

2016. 4. 11.(월) 13:30∼18:00 / 한국공정거래조정원(대한상공회의소 9층) 대회의실

[제1세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의 개선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3.0’의 주요 내용과 전망 유선주 심판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

피조사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관한 주요 쟁점 조성국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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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행물

｢경쟁과 법｣ 제6호∼제7호(도서출판 문우사)

<토론> 이선희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인성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제2세션]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주요 쟁점

정보교환 공동행위 관련 국내 사례의 검토와 전망 류  송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정보교환 공동행위 관련 미국, EU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홍명수 교수

(명지대 법과대학)

<토론> 이  황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임  용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희은 카르텔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차 법⋅정책세미나> 표시 고법의 주요 쟁 과 개선 방안

2016. 11. 17.(목) 13:30∼17:40 / 서울대학교 서암법학관 4층 대회의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성판단 이선희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황태희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비교광고 규제의 주요쟁점 이봉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윤신승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전문직 표시광고의 몇 가지 문제: 의료광고의 예 이동진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정진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 판단 기준 최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토론> 최난설헌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검토 김지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토론> 이동규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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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에 지법정책센터 

가. 학술활동

(1) 환경에너지법정책포럼

(2) 에너지법연구포럼

<제1차> 2016. 6. 14.(화) 19:00∼21:30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파인룸

천연가스산업법제도 연구 이기호 소장

(한국가스공사 경영연구소)

<제2차> 2016. 7. 26.(화) 19:00∼21:00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파인룸

신기후체제와 에너지 신산업 나승식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국)

<제3차> 2016. 10. 11.(화) 18:30∼21:30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세미나룸

국내 전력⋅가스산업의 정책방향 제언 권규섭 상무 (SK E&S)

<제4차> 2016. 11. 23.(수) 19:00∼21:00 / 아르모니움

에너지법 연구모임 연구주제 발표회

<제25차> 2016. 3. 30.(수) 19:30∼21:3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5호

규제개혁: 법과 정책 이창수 규제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

<제26차> 2016. 5. 10.(화) 12:30∼13:3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101호

신기후체제의 특징과 향후 과제 권세중 기후변화외교과장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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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헌법⋅통일법센터

가. 학술활동

(1) 학술세미나: 지도반세미나

2016. 3. 2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5호

동서독 기본조약관련 판례 김우석

체제전환이론에 의한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연구 장소영

2016. 4. 3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5호

통일사회당(SED) 교사사건 이동건

대통령제에서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헌법학적 연구 김태열

중국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박대헌

2016. 5. 2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5호

슈타지 질문서(적성 검사) 사건 김완기

과거청산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연구 박종원

2016. 7. 13.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5호

과학아카데미 사건 강민식

2016. 9. 2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5호

인민경찰 및 SED 해고사유에 대한 재판소원 이상협

2016. 10. 2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5호

구 동독 변호사 자격증 취소 사건 이윤희

2016. 11. 2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5호

동독 대학교수의 통지 없는 해임 사건 김우진

2016. 12. 1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5호

DDR 형사재판 판사 I 사건(변호사 자격 승인) 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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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대회

통일법제 인 라 확충을 한 쟁 과 과제

2016. 9. 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발표자 토론자

[제1세션] 통일 이후 정치적 피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사회: 이효원 교수 (서울대)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회복

정치적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회복

통일국가의 사회보장통합 방안

한동훈

송 강

정구진

신유정

최건호

이다혜

[제2세션] 통일 이후 국제법적 쟁점                         사회: 이재민 교수 (서울대)

국제법상 책임승계와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

통일 이후 북한조약의 처리방안

이동은

강민식

황명준

김한나

*후원: 통일부, 서울대학교 평화지원사업 통일연구기반구축

평창 세미나 워크샵

2016. 8. 27.∼28. / 평창소재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게스트하우스

주 제 발표자 토론자

[제1세션] 통일국가의 사회통합방안에 대한 연구: 체제불법행위 피해자 구제를 중심으로

체제불법행위 피해자구제에 대한 국내 과거사법의 시사점 정구진 박지혜, 김완기

사법적 구제의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신유정 김영우

행정적 구제 방법－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중심으로 이동건 이윤희, 손원우

[제2세션] 평화통일 과정에서 남북한조약의 재정비 방안

통일 이후 조약승계의 기본원칙 서경준 박기태

독일통일과 조약승계 이재희 송진호

남한조약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원칙 박대헌 전령현

통일 이후 북한 조약의 승계에 대한 기본원칙 강민식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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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행물

｢헌법과 통일법｣ 제7호(2016. 6)

다. 강좌: 통일법강좌

통일 이후 안정  통합을 한 법  과제 심포지엄 

(의정부지방법원 공동학술 회)

2016. 12. 6. / 의정부 예술의 전당 2층 국제회의장

개회사: 조 철 (의정부지방법원장)

축 사: 호문  (사법정책연구원장), 조홍식 (서울 학교 법학 문 학원장) 

사  회: 이효원 교수 (서울 학교 헌법⋅통일법센터장)

북한 공역의 통일 후 지위 권창영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학박사)

<토론> 이병묵 (아주대학교 특임교수, 예비역 공군준장)

남북경제통합의 법제도적 과제 김완기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통일법 전공)

<토론>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 후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토론> 한명섭 (변호사)

<5기> 2016. 3. 10.∼6. 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일자 주 제 강 사

3. 10 통일법의 개념과 특징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 17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천해성 (통일부 정책실장)

3. 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체계 한철웅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3. 31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강민식 (육군3사관학교 교수)

4.  7 개성공단의 법제도 송진호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4. 28 북한의 경제특구 법제도 장소영 (통일부 파견 검사)

5. 12 북한주민의 지위와 북한 인권법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5. 19 통일 이후 경제통합 방안 김완기 (산업통산자원부 기획과장)

5. 26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한 법제도 전세영 (서울중앙지법 재판연구원)

6.  2 통일헌법의 제정방향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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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법센터

가. 학술활동

(1) 건설법연구회 월례학술발표회

<제90회> 2016. 3. 25.(금) 20:00∼22:00 / 법무법인 율촌 12층

정비사업과 강학상 인가 이지혜 변호사

<제91회> 2016. 4. 22.(금) 20:00∼22:00 / 법무법인 율촌 12층

노후불량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사업제도 개선방안 최종권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제92회> 2016. 5. 27.(금) 20:00∼22:00 / 법무법인 율촌 12층

재개발사업에서의 학교용지 김종보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93회> 2016. 6. 24.(금) 20:00∼22:00 / 법무법인 율촌 12층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장현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6기> 2016. 9. 8.∼12. 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일자 주 제 강 사

 9.  8 통일법의 개념과 특징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 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체계 한철웅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9. 29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강민식 (육군3사관학교 교수)

10.  6 개성공단의 법제도 송진호 (창원지방법원 판사)

10. 27 북한의 경제특구 법제도 장소영 (통일부 파견 검사)

11.  3 북한주민의 지위와 북한 인권법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11. 10 통일 이후 경제통합 방안 김완기 (산업통산자원부 기획과장)

11. 17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한 법제도 전세영 (서울중앙지법 재판연구원)

11. 24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천해성 (남북협력지원협회 회장)

12.  1 통일헌법의 제정방향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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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사업

(1) 도시정비사업 전면 개편방안 연구

- 국토교통부 연구용역과제 

- 사업기간: 2016. 4.∼2016. 12.

(2) AAL기반 스마트 공동주택 거주자에 적합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2차년도)

- 주거환경연구사업

- 사업기간: 2016. 2.∼2017. 2.

<제94회> 2016. 7. 22.(금) 20:00∼22:00 / 법무법인 율촌 12층

특별계획구역 내 세부계획 수립의 법적 쟁점 전진원 법무관

<제95회> 2016. 9. 30.(금) 20:00∼22:00 / 법무법인 율촌 12층

- 수용재결 관련 최근 하급심 판례 소개

- 사업인정의제사업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절차의 현황 및 운영방안

이재훈 사무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96회> 2016. 10. 27.(목) 20:00∼22:00 / 서울대학교 17동 106호

계획목표에 맞지 않는 용도의 제한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박건우 법무관

<제97회> 2016. 12. 23.(금) 20:00∼22:00 / 서울대학교 17동 106호

정비사업의 시행자 변경 관련 김종보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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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용복지법센터

가. 학술활동

(1) 사회권 심포지움

사회권의 황과 과제 *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개최

2016. 6. 24.(금) / 서울대 법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제1부] 한국 사회권의 현황과 국제인권법

사회: 정인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의 사회복지 지표와 사회권 현실 남기철 교수 (동덕여대)

법으로 본 한국의 노동과 사회보장 강성태 교수 (한양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요청 황필규 변호사 (공감)

국제인권재판에서 사회권의 문제: 
유럽인권재판소를 중심으로

김성진 국제심의관 

(헌법재판소)

[제2부] 사회권의 재정립

사회: 김복기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권, 민주공화국, 인권의 정치 장은주 교수 (영산대)

사회권 복권을 위한 구상 이준일 교수 (고려대)

여성 사회권과 젠더화된 시민권의 재구성 황정미 연구교수 (고려대)

[제3부] 사회권 실현을 위한 과제

사회: 조  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권과 사법심사: 여전히 “생성중인” 권리의 복권을 

위하여

한상희 교수 (건국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의 인권철학

－ 사회권을 중심으로

박찬운 교수 (한양대)

독일의 사회법원 차성안 판사

(전주지법 군산지원)

서울시의 사회권 실천현황: 청년정책 사례 양호경 담당관 

(서울시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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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기반구축사업 추계 국제학술대회

나. 기타활동

(1) SNU-KLI 노사관계최고지도자과정 공동운영

￭ 개설기간: 2016. 3. 25.(금)∼2016. 11. 24.(목)

￭ 시    간: 매주 목요일, 제1교시 19:00∼20:10 / 제2교시 20:20∼21:30

￭ 장    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 수 강 생: 총 48명

￭ 주임교수: 이철수 (서울대학교),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북한 해외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2016. 11. 4.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주  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제1부] 사회&통역: 이다혜(법학박사,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North Korean Forced Labour in the EU: How to Fight it? Prof. Klara Boonstra 
(Vrije University Amsterdam)

러시아 연해주⋅사할린 북한노동자 실태

－그들의 삶과 공간－

이애리아 

(일본 와세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교수)

[제2부] 사회: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해결을 위한 제언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

이주노동 관점에서 본 북한 해외노동자의 법적 쟁점과 과제 윤애림 

(방송통신대학교 강의교수)

<종합토론> 남종우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안동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이상신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상신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소 연구교수), 정영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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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학기 강의일정

일 자 강 의 주 제 강 사 

3.25(금)

∼
3.26(토)

입학식 & 오리엔테이션

 (교과과정/과정운영 설명) 

주임교수 & 교육 간사

3.31(목) 사회적 대화와 한국의 노동개혁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4. 7(목) 노동법의 기본이론과 현장실무 구건서 (노무법인 열린, 노무사)

노동개혁과 노동시장정책 임무송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4.14(목) 노동시장의 이해와 과제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경제) 

단결권과 복수노조 이승욱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4.21(목) 인적자원관리－이론과 실제 양혁승 (연세대 교수, 경영학과)

4.28(목) 노사관계의 역사와 이론 신은종 (단국대 교수, 경영학)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와 특성 조성재 (KLI 노사관계연구본부장)

5.12(목) 인류학의 시각에서 본 노동과 노사관계 채수홍 (서울대 교수, 인류학과)

대중문화 속의 노동 정현민 (방송작가)

5.19(목) 노사관계의 최근 쟁점－집단토론 KLI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위원

5.26(목) 서구 선진국의 노사관계 Ⅰ(영, 네, 덴마크) 권현지 (서울대 교수, 사회학)

고용계약관리의 법리와 실제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6. 2(목) 노동법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 도급, 특고) 김기선 (KLI 연구위원)

사회안전망 현황과 발전과제 황덕순 (KLI 선임연구위원)

6. 9(목) 한국형 고용복지 전략 안상훈 (서울대 교수, 사회복지)

서구 선진국의 노사관계 Ⅱ(독, 불, 남유럽) 박명준 (KLI 연구위원)

6.16(목) 동반성장과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6.18(토)

∼
6.25(토)

< 유럽 연수: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

6.30(목) 섬김과 봉사의 리더십 현천욱 (김앤장, 노고지총동문회장)

7. 7(목)

∼
8.18(목)

< 여름방학 (7주) > 

7. 14(목)∼15(금) 국내산업시찰 및 연수

(현대차아산공장, 서울시서천연수원, K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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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학기 강의일정

일 자 강 의 주 제 강 사 

8.25(목) 창조적 축적: 

한국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키워드

이정동 (서울대 교수, 산업공학과)

9. 1(목) 통화전쟁과 한국 경제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한국의 노동운동: 성과와 과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9. 8(목) 부당노동행위 법제와 대응 이철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임금 근로시간의 법리와 쟁점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9.22(목) 노동시장 이중구조, 진단과 해법 김대일 (서울대 교수, 경제)

서비스업 노동과 노동시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9.29(목) 중국의 경제와 노동시장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의 노동과 노사관계 배규식 (KLI 선임연구위원)

10. 4(화)

∼  

10. 8(토)

< 해외 연수 (베트남) > 이창휘 박사 (ILO 하노이 사무소장)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상무

10.13(목) 한국기업의 성과평가와 보상체계 오계택 (KLI, 임금직무센터소장)

고령화 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이지만 (연세대 교수, 경영)

10.20(목) 공공부문 노사관계, 쟁점과 과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선진기업의 임금직무체계와 HR전략 박형철 (Mercer Korea 대표)

10.27(목) 최근 노동입법의 쟁점과 주요 판례 강성태 (한양대 로스쿨 교수)

사회적 기업과 공유경제 길현종 (KLI, 연구위원)

11.03(목) 노동과 인권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

11.11(금)

∼
11.12(토)

국내 합숙연수

－수료논문 집단지도와 발표

주임교수 & 논문지도교수

11.17(목) 한국정치의 변화와 개혁과제:

87년 체제의 극복

강원택 (서울대 교수, 정치학)

11.24(목)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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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연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서울대학교 2016 통일기반 구축사업>에 참여하

여 ‘통일 대비 접경지역 북한노동력 실태조사’ 연구 수행 중(연구 수행기간: 2016. 6. 1.∼

2017. 2. 28.) 

(3) 국제협력

① 런던 University College of London, Faculty of Law 개최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abour Law” 컨퍼런스 (2016. 6. 14.∼16.) 참가(이다혜 연구위원, 문준혁 연구원)

② 독일 Otzenhousen,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개최 “The EU in Brexit Times

－ and what this means for East Asia” 연수 (2016. 12. 2.∼9.) 참가(송이수, 현려화 연구원)

12. 법과경제연구센터

가. 학술활동

(1) 국제학술대회

Session

(Location)
Name Affiliation Paper Title

Opening 

Ceremony

(Room 301)

HongSik Cho SNU [Congratulatory remark]

Dean, SNU School of Law 

Hi-Taek Shin SNU [Welcoming remark]

Director, SNU Asia⋅Pacific Law Institute 

Euston Quah Nanyang 

Technology Univ. 

[Welcoming remark]

President, Asi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Haksoo Ko SNU [Welcome and logistics]

President, Kore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Keynote 

Speech 1]

(Room 301)

Stefan Voigt Univ. of Hamburg Emergency Constitutions －Who has them, who uses 

them, and are they effective?

Asi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 (AsLEA) 12th Annual Conference

▪ June 24∼25, 2016

▪ Venue: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Building #15-1)

▪ 주  최: 한국법경제학회 &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 주  관: 법과경제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휘보   267

[1A] 

Property, 

Torts & 

Contracts

(Room 201)

Samuel Ferey Univ. of Lorraine Overdetermined Causation Cases, Contribution and 

the Shapley Value

ChaDong Kim Hanyang Univ. A Study on the Conversion of Common Decision over 

Property toward Political Decision

Chang Min 

Lee

Hanyang Univ. Self-Evaluated Time and Option Value of Military 

Service Before and After

[1B] 

Regulation

(Room 101)

Hayeon Joo Sogang Univ. Small-Format Chain Stores and the Neighborhood 

Grocery Market

Safari 

Kasiyanto

Tilburg Univ. The Interchange Fees for Card Payments: 

Evidence from Asia

Kyoung-Soo 

Yoon

Daegu Univ. Liability, Information, and Anti-fraud Investment in 

a Layered Retail Payment Structure

[1C] 

Environmental 

Law 

(Room 102)

Philip Hanke Univ. of Bern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Damage, and 

Migration: A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Pavel 

Chakraborty

Univ. of Oxford Environmental Standards, Tradeand Innovation: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Gang Luo Univ. of Paris 1 

Pantheon-

Sorbonne 

A Political Economy Analysis in Resolving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isputes: A Trans-

action Cost Approach to Procedural Rights of 

Environmental NGOs under the Aarhus Convention

[1D] 

Legal Process

(Room 203)

Hansoo Choi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Quantifying the Impact of the Revolving Door: 

Evidence from South Korea’s Judiciary

Cong-rui Qiao Utrecht Univ. Jurisprudent Shift in China: A Functional 

Interpretation

Dae-hyun Yoo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

The Non-Standard Behavior of North Korea: 

An Application of Prospect Theory

[1E] 

Securities

(Room 303)

Ding Chen Univ. of Sheffield The IPO Reform in Chinese Securities Market

 – A Mission Impossible?

Dang Bao Anh 

Phan

Univ. of Finance 

and Marketing

Herding behavior in Vietnamese stock market: An 

empirical evidence from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Woojin Kim SNU Who’s Leaving Money on the Table? Evidence from 

IPOs within Business Groups

[Keynote 

Speech 2]

(Room 301)

Yeon-Koo Che Columbia Univ. Assigning Property Rights

[2A] 

Financial 

Regulation

(Room 101)

Jabong Kim Korea Institute of 

Finance

Regulatory shift from entrusted market discipline to 

strict regulatory discipline in the aftermath of global 

financial crisis: regulatory over-shooting or 

right-shooting?

Benneth 

Uchenna Eze

Olabisi Onabanjo 

Univ.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in Nigeria: 

Evidence from SMEs Financing in Nig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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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ao Han Durham Univ. Twin Peaks Regulation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 Reform Model for China?

[2B] 

International 

Economic

Law

(Room 102)

Jean-Marc 

Siroën

Univ. of 

Paris-Dauphine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Diffusion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Konstantin 

Grasmik

Far Eastern Federal 

Univ.

Does FDI Stimulate Innovation Activity Of Local 

Companies? The Case Of Russia

Fatt Hee Tie Univ. of Malaya Participation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he Costs and the Benefits

[2C] 

Legal Process

(Room 203)

Jaroslaw 

Beldowski

Warsaw School of 

Economics

Efficiency of Polish Commercial Courts －  

Stochastic Frontier Analysis Approach

Peter Lewisch Univ. of Vienna Information Search, Coherence Shifts and Their 

Interplay in Legal Decision Making 

Jeong-Yoo 

Kim

Kyung Hee Univ. The Collusion Deterrence Effect of Corporate 

Leniency Programs

[2D] 

Securities

(Room 303)

Lin Lin National Univ. of 

Singapore

Venture Capital and the Structure of Stock Market: 

Lessons from China

Aiman 

Nariman 

Mohd-Sulaiman

International Islamic 

Univ. Malaysia

Shareholder Primacy Proposal In Malaysia: 

Addressing The Interfering Shareholder and The 

Abusive Controlling Shareholder

Ok-rial Song SNU Valuation of Shares in Korean Corporate Law

[3A] 

Property, 

Torts & 

Contracts

(Room 201)

Daniel Pi Univ. of Bologna Liability for Automated Activities

Karamjit Kaur Jawaharlal Nehru 

Univ.

On the Rationales of Coercive Land Acquisitions

Joonkyu Choi Hanyang Univ. Good will trade in commercial lease contract: 

recent trend in Korean law

[3B] 

Financial 

Regulation

(Room 101)

Quoc Tran Bridgewater State 

Univ.

Transfer Pricing Regulation and FDI Investments

Jiyeon Cho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rowdfunding as in the Capital Markets Act

－ Interpretations and Limitations

Gyoung-Gyu 

Choi

Dongguk Univ. Volcker Rule, Still In Progress 

[3C] 

International 

Economic 

Law

(Room 102)

Yingying Wu Univ. of Illinois Policy Space under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XX 

(g) of the GATT: An Analysis of the China

－Rare Earths Case

Xuan Vinh Vo Univ. of Economics 

Ho Chi Minh City

Determinants of Bilateral Trade: Evidence from 

emerging countries

Intan Soeparna Airlangga Univ. The Nexus between State Liability Principle and 

WT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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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Legal Process

(Room 203)

Peter Lewisch Univ. of Vienna “And that is why”: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impact of “giving reason” in legal decision making

Haitian Lu Hong Kong 

Polytechnic Univ.

Merits and Consequences of GAAP-based Securities 

Litigation

Chulyoung 

Kim

 Yonsei Univ. Court-Appointed Expert and Accuracy in Adversarial 

Litigation

[Keynote 

Speech 3]

(Room 301)

Omri 

Ben-Shahar

Univ. of Chicago Simple But Useless: The Failure of Simplified 

Disclosures

[4A] 

Politics & 

Constitution

(Room 101)

Jon Thompson Willamette Univ. Legal Institution and the Evolution of Moral 

Conducts

Jung-Kyoo 

Choi

Kyungpook 

National Univ. 

The Origin of Private Property and the Neolithic 

Agricultural Revolution

Dongwoo Yoo Univ. of West 

Virginia

Constitutional Bargaining, Eminent Domain, and the 

Quality of Contemporary African Institutions

[4B] 

Antitrust

(Room 102)

Jinyul Ju Pusan National 

Univ.

Current Issues on the Use of Economics in Korean 

Antitrust

Md Aslam 

Mia

Univ. of Malaya Impact Of Regulatory Enforcement On Market 

Concentration, Competition And Interest Rates In 

Microfinance: The Case Of Bangladesh

Youngsoog Na Lee & Ko Rethinking the Supreme Court of Korea’s Ruling on 

Reverse Payments in Line with International Trends: 

Why a More Economic Approach is Necessary

[4C] 

Corporate 

Law

(Room 201)

Stelios 

Andreadakis

Univ. of Leicester Whistleblowers under the Spotlight: 

The cases of Japan and the UK

Christopher 

Chen

Singapore 

Management Univ.

Legal Transplant, Board Independence,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s

Chang Min 

Lee

Hanyang Univ. Does the Professional Manager Blow the Whistleon 

Founding Families?

New Evidenceon the Dark Side of Family-Controlled 

Firm

[4D] 

Intellectual 

Property & 

Technology

(Room 203)

Sang Seung Yi SNU Responsibilities of FRAND-encumbered SEP owners 

under competition law

Pawee 

Jenweeranon

Nagoya Univ. A Legal and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 of 

the Patent Assertion Entities (PAEs) toward Taiwanese 

and Japanese IT Industry, focus on the Effect of the 

Proposed Innovation Act 2015 of the United States.

Jisun Choi SNU Assessing damages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An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court cases 

[4E] 

Regulation

(Room 303)

Seung-gyu Sim Univ. of Tokyo Competitive Dominance of Emission Trading 

Scheme over Pigouvian Taxation

Soonhyun 

Kwon

Ewha Womans 

Univ. 

Effectiveness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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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ology 

Workshop 1]

(Room 201)

Jungmo Yoon Hanyang Univ. Difference-in-Difference in Empirical Law and 

Economics

[Methodology 

Workshop 2]

(Room 203)

Syngjoo Choi SNU Experimental Law and Economics

[5A] 

Politics & 

Constitution

(Room 101)

Duol Kim Myongji Univ. Fruits of Liberation: Land Reform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Korea, 1936-1960

Jerg Gutmann Univ. of Hamburg Are You Green Yet? On the Diffusion of 

Constitutionally Protected Environmental Rights

Hojun Le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Efficiency-Dominating Economic Theory of 

Regulatory Takings: Critique and Beyond

[5B] 

Antitrust

(Room 102)

Peter 

Martinsson

Univ. of Gothenburg Triggering Cooperation

Chian Yian 

Kenneth Khoo

National Univ. of 

Singapore

The Burden of Proof in establishing Collusive 

Conduct – A case of ex-ante deterrence vs ex-post 

desistence?

Youngjin Jung Kim & Chang Competiton Law Issues Surrounding Information 

Exchanges Among Companies

[5C] 

Corporate 

Law

(Room 201)

Albert Choi Univ. of Virginia Did Google and Facebook Get It Right? Maximizing 

Long-Term Value with Concentrated Ownership and 

Control 

Sang Yop 

Kang

Peking Univ. King Lear Problem: Law And Economics Of 

Succession Crisis In Family-Controlled Corporations

Jingchen Zhao Univ. of Leeds Accountability And Chinese Cororate Governance: 

Setting The Scene 

[5D] 

Intellectual 

Property & 

Technology

(Room 203)

Thomas Eger Univ. of Hamburg Copyright Law and Open Access in Academia: 

International Survey Results

Jeonghyun 

Kim 

Korea Univ. The Effect of File Sharing via BitTorrent on Movie 

Industries in Korea: An Empirical Analysis

Min-sun Song KISDI

Juwon Kwak Kyungpook 

National Univ.

Has the dominant search engine, if any, discriminated 

against rival websites?

[6A] 

Politics &

Constitution

(Room 101)

Jungmin Lee SNU Do We Mistrust Female Politicians?

Moamen 

Gouda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Islam and Democracy: Evidence from a new dataset

Daniel Pi Univ. of Bologna Economic Structure of Constitutions

[6B] 

Antitrust

(Room 102)

Doh-Shin Jeon Toulouse School of 

Economics

Cross-Licensing and Competition

Yangsoo Jin Sungshin Women’s 

Univ.

Upward Pricing Pressurein Partial Acquisition: 

Essilo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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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세미나

Yong Lim SNU Navigating Price-Less Engagement: Bartering 

Ditigized Personal Information in the Shadow of 

Antitrust

[6C] 

Corporate 

Law

(Room 201)

Charlie 

Xiao-chuan 

Weng

Univ. of New South 

Wales

Do You Have The Panacea?

Assessing Mismatched And Misconstrued Mandatory 

Bid Institutions In The Mainland Of China And 

TaiwanEdith 

I-Tzu Su

National Chung-Hsing 

Univ.

Rita Yi 

Man Li

Hong Kong Shue 

Yan Univ.

Moral hazard and construction accident 

compensation: an automated Radial-Basis Function 

neural network approach

Jung-Chae Suh Yonsei Univ. Internal Branding Of Compliance Programs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6D] 

Crime & 

Legal 

Enforcement

(Room 203)

Songman Kang Hanyang

Univ. 

Juvenile Delinquency and Peer Effects: Does 

Delinquent High School Peers Influence Own 

Delinquency?

Bambang 

Suprayitno

Yogyakarta State 

Univ.

Willingness to Pay for Crime Rate Reductionin 

Yogyakarta: A Contingent Valuation Study for 

Universitas Negeri Yogyakarta Students

Pan Su Peking Univ. Public Enforcement vs. Private Enforcement: 

Fighting Corruption by Regulating Prepaid Cards in 

China

Jin Kim Dongduk Univ. The Case of the Internet Twins as an Analogy of 

King Solomon’s Dilemma: Revisited

EU-KOREA DATA PROTECTION SEMINAR

▪ Wednesday 6 July 2016, 16:30∼18:45

▪ VENUE: Representation of the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to the European 

Union, Rue Montoyer 47, 1000 Brussels, Belgium

▪ 주  최: 법과경제연구센터 & Brussels Privacy Hub

16:30 Welcome Address by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Kingdom of 
Belgium and the European Union

16:45 EU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Korea
Keynote Speakers:
∙Prof. Dr. Christopher Kuner (Co-Director, Brussels Privacy Hub)
∙Prof. Haksoo Ko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17:30 EU-Korea Privacy Bridges
Keynote Speakers:
∙Prof. Dr. Paul de Hert (Co-Director, Brussels Privacy Hub)
∙Mr. Sang Joo Lee (SVP for the Global Privacy,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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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학술대회

한국법경제학회 2016 동계 정기학술 회

2016. 2. 17.(수) 09:00∼18:10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16동) 107호

주최: 한국법경제학회 / 주관: 법과경제연구센터

[제1분과회의]    좌장: 홍동표 (법무법인 광장)

한중 FTA에 대한 소비자평가 김인숙 (한국소비자원) 

<토론> 정용균 (강원대 국제무역학과) 

민간조사업 관리정책의 왜곡현상과 개선방향 나영민 (경찰청) 

<토론>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Regulatory Shift from Entrusted Market Discipline to Strict 
Regulatory Discipline in the Aftermath of Global Financial 
Crisis: Regulatory Over-shooting or Right-shooting?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토론> 황순주 (KDI)

단기수출보험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최준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김태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분과회의] 좌장: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현대자동차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윤경수 (대구대 경제학과)

도서정가제의 경제적 효과 조성익 (KDI)

<토론> 권재현 (자본시장연구원)

법경제학의 이론적 기초에 관한 소고: 
포즈너 효율성의 개념과 적용

오정일 (경북대 행정학과)

<토론> 곽주원 (경북대 경제학과)

[제3분과회의] 특별 패널토론 세션: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와 미래

좌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재와 미래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한국법경제학회 부회장)

<토론>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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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포럼

(5) 국내세미나

나. 간행물

고학수 편저,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박영사(2016. 8)

다. 기타활동

 ￭ Data-Driven Economy 연구포럼

일시/장소 주        제 발표자

9월 30일 

(일상의 즐거움)

자율주행자동차 권영준 교수 (서울대)

인공지능 구본효 (서울대)

10월 28일

(서울대 교수회관)

공인인증서와 규제거버넌스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개인정보와 법적규율 최경진 교수 (가천대)

11월 2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Data-driven economy의 특징 고학수 교수 (서울대)

의료정보 이원복 교수 (이화여대)

12월 22일

(일상의 즐거움)

알고리즘을 통한 경쟁제한 문제 임용 교수 (서울대)

의료정보 이동진 교수 (서울대)

핀테크 관련 이준희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경제학연구회: ‘Fairness vs. Welfare’

2016. 7. 16.(토)∼7. 17.(일) / 통영국제음악당 세미나실

발표 및 참가자: 고학수 교수 외 15명 

￭개인정보보호 토크 콘서트

일시: 2016. 9. 2.(금) 16:00~18:00

장소: 엔스페이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인터넷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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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이론연구센터

가. 학술 세미나 지원

(1) 연구 소모임 1 <법철학교실>

￭ 매주 화요일, 목요일 14:00∼17:00 / 17동 103호 세미나실

￭ Joseph Raz, �Practical Reason and Norms�, 

   Amy Gutmann, Dennis Thompson, �Democracy and disagreement� 강독

￭ 좌장: 김도균 교수

(2) 연구 소모임 2 <로마법 강독회>

￭ 매주 월요일 18:30∼21:00 / 서암법학관 512호 세미나실

￭ 학설휘찬(Digesta) 강독: 로마 부당이득법 및 변제법

￭ 좌장: 최병조 교수

(3) 연구 소모임 3 <한국법제사 강독회>

￭ 매주 월요일 16:00∼21:00 / 법과대학 17동 418호

￭ 조선고등법원 판결 강독

￭ 좌장: 정긍식 교수

나. 콜로키움

<제1회> 2016. 10. 24.(월) 16:00∼18:00 /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15-1동) 305호 

[서평회]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김백철 박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제2회> 2016. 11. 24.(목) 15:30∼17:00 /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15-1동) 305호

론 풀러(Lon Fuller)의 �법의 도덕성�에 대하여 박은정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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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술대회 공동개최

 법철학의 쟁 과 동향

2016. 12. 10.(토) 13:30∼18:00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 주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법철학회,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

￭ 주관: 한국법철학회 

연구윤리교육 김학태 교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조 강연] 전환시대의 법철학－자연법론의 귀환(?) 박은정 교수 

(서울대)

풀러의 유노믹스 강태경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토론> 김건우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자연주의적 자연법 이론 김현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토론> 김현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종합토론> 사회: 양천수 교수 (학술이사, 영남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