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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동아시아에서의 소비자보호 국제학술회의 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기준 서울대총장님과 한국소비

자보호원 허승 원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오늘 발표와 토론을 위한 

준비를 하시느라 그동안 애써주신 교수님들과 발표자 여러분, 특히 멀리 독일

에서 오신 Waltjen 교수와 일본에서 오신 야수나가 교수 그리고 쯔부라야 교

수, 중국에서 오신 량휘싱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중․일 간의 인적․물적 교류에 비추어 적어도 동

북아 3국간의 상호이해와 공동협력증진의 필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생

각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오늘의 이 국제학술행사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상호

이해증진과 공동협력을 위한 희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

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중․일 세 나라의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 습니다. 그 중 소비자계약의 문제와 제조물책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 행사는 세 나라의 제도를 각각 연구하고 이를 모범으로 

삼아 각국의 제도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소

비자보호에 관한 상호이해와 협력증진 노력의 출발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덧붙여 이 행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현재 한국의 소비자보호문제의 최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함께 주최하게 되어 이론과 실무

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각
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상호이해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자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

로 더욱 진전된 연구와 교류가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xiii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발표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동아시아에서의 소비자보호의 이론과 현황에 관한 비교 연구에 새로

운 시각과 이해를 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빛

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을 대신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Korea! I hope and believe that this conference will be 

successful with your participation so that mutual understanding of China, 

Japan, and Korea, the three major countries in the far east, and Germany in 
europe in the area of consumer protection law and practices will be greatly 

increased. I also hope that our increased understanding of each other will lead 

eventually to betterment of our common welfare in our multifaceted exchanges 

of ideas and cooperations. Sincerely I also do hope that rest of your stay in 

Korea will be a memorable on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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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大學校  法學硏究所 所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