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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휘보

(2015년 1월 ∼ 2015년 12월)

1. 법학연구소 주  활동

가. 학술활동

(1) 학술대회

신탁법의 새로운 개

2015. 1. 12. (월)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수탁자 의무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과 수익자 취소권 노혁준

(서울대)

지적재산권 신탁에 관한 고찰－저작권신탁의 특징을 중심으로 박준석

(서울대)

신탁 형식의 소득 과세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한 검토

－이른바 ‘신탁실체설’ 또는 ‘수탁자설’을 중심으로

윤지현

(서울대)

<토론> 권영준 (서울대), 임광섭 (한국저작권위원회), 강남규 (법무법인 세한)

최근 랑스 채권법의 경향

2015. 2. 14. (토)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프랑스민법상의 채무전부제도 남효순

(서울대)

프랑스민법상의 채권의 소멸사유로서의 면제, 혼동과 상계 김성수

(경찰대)

프랑스민법상의 이행불능 송재일

(명지대)

프랑스법상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연구 이지은

(숭실대)

<토론> 박수곤 (경희대), 김현진 (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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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서울 학교 법학 신진 비연구자 학술 회

2015. 2. 25. (수)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517호 세미나실

관행의 개념과 규범성, 그리고 법관행주의 이현경 

(법철학 전공)

파인버그의 후견주의 연구에 관한 고찰 김은희 

(법철학 전공)

조선 시대 왜인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왜인 처벌관의 사상적 연원과 추이

김민정 

(한국법제사 전공)

대한제국 후기 정치 결사 관련 법제

－프로이센 및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현정 

(헌법 전공)

형량의 정교화－자유권 제한을 중심으로 이민열 

(헌법 전공)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의 유래와 발전 김태열 

(헌법 전공)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의 성격분석에 한함

김현철 

(형사법 전공)

연혁적 관점에서 본 손괴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관계 이진수 

(형사법 전공)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연구

－위법성 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시훈 

(민법 전공)

일감몰아주기의 규제근거에 관한 고찰 백승엽 

(경제법 전공)

<토론> 강태경 (법학박사), 손제연 (박사과정), 김영석 (법학박사), 양태건 (법학박사), 
김주영 (명지대 교수), 김용훈 (상명대 교수),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준혁 (인하대 교수), 송재일 (명지대 교수), 김윤정 (한국법제

연구원 부연구위원)

2015년 한국민사법학회 춘계학술 회

2015. 4. 18. (토)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주산홀, 최종길홀

프랑스 민법상 채무(obligations)의 개념에 대한 연구 김미경 

(부산대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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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의 합의에 의한 소멸시효의 변경 정다영 

(서울대 박사과정, 변호사)

프랑스법상 제작물공급계약의 성질결정 장준혁 

(성균관대)

개정 독일민법상 철회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청산 김중길 

(영남대 강사)

담보물권의 부종성 연구

－ 독일 민법에서의 부동산 담보물권의 부종성과 비부종성의 비교적 고찰

홍윤선 

(이화여대 강사)

전세권의 본질과 실현, 전세권저당권 이호행 

(고려대 및 경기대 강사)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연구

－ 위법성 판단의 문제를 중심으로

박시훈 

(서울대 법학박사)

서식의 충돌시 계약내용의 확정 김성민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에 대한 재고찰

－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계기로

김영주 

(경북대)

장래채권양도담보의 도산절차상 효력 최준규 

(한양대)

<토론> 박인환 (인하대), 김태선 (중앙대), 안병하 (강원대), 김병두 (경상대), 
백경일 (숙명여대), 김상중 (고려대), 조경임 (충남대), 김성수 (경찰대), 
이연갑 (연세대)

노동법의 사각지 (3): 안

2015. 5. 16. (토)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노동과 안전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규율방향 심재진

(서강대)

첨단 산업의 유해성과 그 해소 방안

－ 삼성반도체 사례를 중심으로

임자운

(반올림 변호사)

<토론> 강문대 (민변, 변호사), 전형배 (강원대), 오상호 (창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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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뇌 - 인지과학의 인터페이스에 한 연구

2015. 5. 29. (금)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글쓰기와 동료평가 과정을 통한 법적 판단 박주용

(서울대 심리학과)

외상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강도형

(서울대 의과대학)

법정과 뇌영상의 메타포 홍성욱

(서울대 생명과학부) 

검사와 인지편향 이상원

(서울대 법학대학원)

자유의지와 뇌과학 － 상호인정투쟁 박은정

(서울대 법학대학원)

기당(箕 ) 이한기 선생 20주기 추모 학술회의

2015. 6. 4. (목)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정인섭

(서울대)

外國이 被告인 민사소송에 있어 우리 법원의 태도 김도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토론> 박현석 (홍익대), 도경옥 (통일연구원)

국가의 행정법  문제들 - 법인성, 출입국 리와 국가  정 차

2015. 7. 11. (토)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국가의 법인성(法人性)에 관한 소고 정호경

(한양대)

출입국관리법의 몇가지 쟁점 －입국규제절차를 중심으로 이현수

(건국대)

‘세계행정법’(Global Administrative Law)의 적정절차에 관한 연구 김대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토론> 김태호 (서울대 강사), 김대인 (이화여대), 박현정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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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방법론의 기 와 용

2015. 8. 27. (목)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법학방법론과 법문화 최병조

(서울대)

로널드 드워킨의 법학방법론 김도균

(서울대)

해석방법에서 본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과 양심 박은정

(서울대)

형법에 있어서 법학방법론

－ 형법상 외환의 죄에 관한 해석을 중심으로

신동운

(서울대)

행정법에 있어 법해석과 법형성의 한계－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두31604 폐차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박정훈

(서울대)

법발견에서 원리의 기능과 법학방법론

－요제프 에써의 ｢원칙과 규범｣을 중심으로

김형석

(서울대)

<토론> 정병호 (서울시립대), 안준홍 (가천대), 김현섭 (서울대 철학과), 

심희기 (연세대), 홍기원 (낭트학술원 초빙연구원), 권영준 (서울대)

The WTO at 20 Conference

2015. 8. 28. (금)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New Challenges for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in the Global Trading Regime

Prof. Peter van den BOSSCHE 

(AB Chairman)

Ambassador Ujal Singh BHATIA 

(AB Member)

Prof. Chang-fa LO 

(National Taiwan University)

Prof. Asif QURESHI 

(Korea University)

Prof. Henry GAO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Prof. Deok-Young PARK 

(Yonsei University)

Mr. Doo-Sik KIM 

(Shin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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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ing RTA Rules in Trade, Investment and 

WTO plus Areas

Ms. Yuejiao ZHANG 
(AB Member)

Mr. Ricardo RAMIREZ-HERNANDEZ 
(AB Member)

Prof. Junji NAKAGAWA 
(University of Tokyo)

Prof. Tania VOON 
(University of Melbourne)

Prof. Jaehyoung LEE 
(Korea University)

Mr. Youngjin JUNG 
(Kim & Chang)

Mr. Youngjae CHO 

(Lee & Ko)

Jurisdictional Conflicts between WTO and FTA Systems Mr. Thomas R. GRAHAM 
(AB Member)

Ms. Aegyoung JUNG 
(Legal Adviser to WTO 

Director-General)
Prof. Ichiro ARAKI 

(Yokohama University),
Prof. Sungjoon CHO 

(Chicago Kent Law School),
Mr. Junghoon SHI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r. Kichang CHUNG 
(Yoon & Yang)
Ms. Jeena KIM 

(Bae Kim & Lee LLC)

GENERAL DISCUSSION AND CLOSING Mr. Thomas R. GRAHAM 
(AB Member)

Mr. Ricardo RAMIREZ-HERNANDEZ 
(AB Member)

Ms. Yuejiao ZHANG

(AB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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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의 개정 - 제6회 랑스·일본·한국 앙리까삐땅학회 국제학술 회

2015. 8. 28.∼8. 29.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우천법학관(15-1동) 203호

Introduction générale à la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dans le Code civil coréen

Prof. Seong Soo KIM 

(Univ. nat. de Police)

Introduction générale à la réforme du 

droit japonais des obligations

Prof. Taro NAKAHARA 

(Univ. de Tohoku)

INTRODUCTION GENERALE A LA 

REFORME DES OBLIGATIONS

Prof. Philippe DUPICHOT 

(Univ. Paris I)

La réforme de la formation du contrat Prof. Ji-Eun LEE 

(Univ. de Soongsil)

La formation du contrat

－ La réforme du droit japonais des obligations

Prof. Mika YOKOYAMA 

(Univ. de Kyoto)

La formation du contrat et la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 Entre vices et vertus

Prof. Moustapha MEKKI 

(Univ. Paris XIII)

LA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 LES EFFETS DU CONTRAT

Prof. Hyun Jin KIM 

(Univ. d’Inha)

La réforme sur les effets du contrat

－ rapport japonais

Prof. Tetsushi SAITO 

(Univ. de Tokyo)

Les effets du contrat Prof. Cyril GRIMALDI 

(Univ. Paris XIII)

La réforme du droit coréen de l’inexécution des obligations Prof. Eun Hee LEE 

(Univ. nat. de Chungbuk)

La réforme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en droit japonais Prof. Nao OGINO 

(Univ. de Doshisha)

Les sanctions de l’inexécution dans le 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contrats

Prof. Ph. STOFFEL-MUNCK 

(Univ. Pari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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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법학교육 120년

2015. 9. 4. (금)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우천법학관(15-1동) 302호

근대법학교육 120년－제도사적 고찰 정긍식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20년－지성사적 고찰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논의와 최근 쟁점 송석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박  준 

(서울대)

학부법학교육의 미래 전종익

(서울대)

<토론> 조지만 (아주대), 박준석 (전북대), 김창록 (경북대), 장상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임재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 변호사), 김정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생물자원에의 근  이익공유(ABS)모델 수립을 한 

법정책 문 네트워크 기반구축

2015. 9. 11. (금)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우천법학관(15-1동) 203호

Exploring Marine Biological Resources

－ case study; Marine Derived Fungi, Penicillium, in Korea－

Prof. Young Woon Lim 
(SNU School of 

Biological Sciences)

Law and Policy Networking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What can be Learned from the EU Micro B3 Project?

Dr. Evanson Chege 
Kamau

(Research Center of 
European Environmental 
Law, Univ. of Bremen)

Protection of Marine Biological Resources: 
Indonesian Perspective

Prof. Melda Kamil Ariadno 

(Universitas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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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Policy in Vietnam Mr. Nguyen Ba Tu 
(Biodiversity 

Conservation Agency, 

Vietnam)

Law and Policy Relating to Use and Benefit Sharing of 
the Marine Biological Resources in Korea

Prof. Jae-Hyup Lee 

(SNU Law)

Fair, Equitable, and Sustainable Access to, and Benefits 
from, the Living Resources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Legal Challenges and Perspectives of a 
Large-Ocean Pacific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

Mr. Clement Yow Mulalap
(Legal adviser, Permanent 
Mission of the Federated 

Sates of Micronesia to the 

United Nations)

Island–Building Activities on Certain Insular Features in 
the East Sea (South China Sea) by China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aw on Marine Environment 

and Resources Protection

Prof. Nguyen Ba Dien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anoi)

<토론> Mr. Dae-Yeon Moon (Director, National Marine Biodiversity Institute of Korea), 
Prof. Hong-Kyun Kim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Law), Mr. Sang-Jin Le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s. Ki-Hyeon Ki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r. Minjung Chung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공기업 합리화를 한 법  응방안 연구

2015. 9. 25. (금)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현행법상 공기업에 대한 공법적 통제의 법적 과제 이원우

(서울대)

공기업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미국의 공기업 제도를 중심으로

이우영

(서울대)

지방공기업의 법적 쟁점과 과제 최계영

(서울대)

공기업의 재무구조와 투명성에 대한 소고 송옥렬

(서울대)

공기업 지배구조의 법적 문제

－ 공공기관운영법의 법리, 현실, 문제점

천경훈

(서울대)

<토론> 정호경 (한양대), 전종익 (서울대), 김태호 (서울대 강사), 김태진 (고려대), 

황남석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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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2015. 10. 19. (월)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

지방분권과 사법제도 오동석

(아주대, 한국공법학회)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 김광수 
(서강대, 한국행정법학회)

첨단규제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 이원복

(이화여대, 한국규제법학회)

법조인은 용인가?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이재협

(서울대, 서울대 법학연구소)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권영준

(서울대, 한국민사법학회)

민법의 과제 이진기

(성균관대, 한국비교사법학회)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 함영주

(중앙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남북통합과 북한주민범죄의 준거법 결정 김재봉

(한양대, 한국형사법학회)

<토론> 이상경 (서울시립대, 한국헌법학회), 정호경 (한양대,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심활섭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도산법연구회), 김상중 (고려대 법학연구원), 

김정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수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형사소송 성공보수 약정에 한 법경제학  논의

2015. 11. 6. (금)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일반조항에 근거한 성공보수 약정의 규제

－ 사법적극주의 및 판례의 장래효를 중심으로

윤진수

(서울대 법학대학원)

형사 성공 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최한수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대한변협 공보이사), 이헌욱 (법무법인 정명/참여

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권재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한상훈 (연세대 법학

전문대학원), 이현오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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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률가 집단에 한 경험  조사연구

2015. 11. 19. (목)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법률전문교육이 법조현실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준웅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이재협 
(서울대 법학대학원)

법률직역과 사회적 자본 김영규

(고려대 경영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입을 통해 본 

법률가 직역의 성계층화 연구

최유경

(서울대 강사)

변호사 인력 증가와 지리적 분포의 변화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전초란

(명지대 경제학과 석사과정)

변호사 대량 배출시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개선: 
학생선발과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 이준석

(서울대 박사과정, 변호사)

<토론> 염유식 (연세대 사회학과), 양현아 (서울대 법학대학원),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이계정 (서울대 법학대학원)

사내하청 노동 계 - 법 해석론

2015. 11. 21. (토)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보고: 사내하청 노동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경과 김 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사내하청을 둘러싼 담론과 해석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Browning-Ferris, 현대중공업 그리고 KTX 강성태

(한양대)

<토론> 유성재 (중앙대), 박귀천 (이화여대), 박수근 (한양대), 박은정 (인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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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펀드를 다시 생각한다

2015. 12. 4. (금)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84동 101호)

펀드와 이해상충 －펀드 규모는 중요한가?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펀드판매규제의 실효성

－투자자 관점에서 본 투자권유규제의 함의

김민정 
(서울대 생할과학연구소 

연구교수)

펀드운용사의 수탁자책임과 책임투자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김은집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최문희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채희율 (경기대 경제학과),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부원장), 신중철 (KG제로인 전무)

후기고령사회에 있어 고령자·장애인을 한 권리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을 

한 제1차 아시아 학술 회

2015. 12. 11.∼12. 12.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 주산홀(84동 301호)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 권리 옹호 Sato Shoich (일본)

존엄, 자율성 그리고 다양한 선택의 보장: 
싱가폴 대리결정 사전계획지원의 경험

Daniel KOH (싱가폴)

중국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방향 Li Xia (중국)

성년후견제도 16년 Charles Chiu (홍콩)

대만 성년후견법 하에서의 신상보호에 관한 여러 법적 규율 Tai Yu-Zu (대만)

한국성년후견제도와 의사결정지원의 제도화 모색 박인환 (한국)

사례로 본 재산관리를 둘러싼 과제 Tanabe Hisashi (일본)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에서 성년후견감독의 실태와 미래 과업 Kumada Hitoshi (일본)

복수의 성년후견인 김형석 (한국)

전문직 후견인과 재산관리의 쟁점 (1) 김은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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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과 문화 Forum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

전문직 후견인과 재산관리의 쟁점 (2) 이남철 (한국)

생활곤궁자지원법시행과 권리옹호지원센터의 활동

－지역복지의 관점에서

HIRANO Takayuki
(일본)

중국 노인 성년후견제도의 현상과 개혁 Li Xin (중국)

UN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대만 성년후견제도의 재검토

Sieh Huang (대만)

싱가폴 정신능력법 하에서의 의사무능력자의 보호 Laura Chua (싱가폴)

한국장애인 권익옹호 실태와 개선방안 최윤영 (한국)

한국에서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의사결정지원 활동의 개요 노석원 (한국)

튜브 영양공급 거부에 관한 의사결정지원 사례 Sumida Atsuko (일본)

정신 혹은 지적장애인의 병원 치료에서의 동의능력 윤종철 (한국)

한국에 있어서 정신의료요양시설 입원(입소) 절차의 문제점 권오용 (한국)

일상속에서 의사결정지원과 권리옹호의 문제 Imai Tomono (일본)

일상에서의 의사결정지원과 권리옹호에 대한 사례연구 Takahashi Hiroyuki
(일본)

특별한 수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계획으로서 

싱가폴 특별 수요신탁회사

Esther Tan (싱가폴)

의사결정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신탁 － 한국의 사례 전창훈 (한국)

<토론> 배인구 , 윤태영 , 이현곤 , 정병용 , 김정렬 , 송남영 , 박호균 , 김성주 , 

유수진, 권오형

일  자 주  제 강연자

2015. 3.11 과거사 정리와 소멸시효 윤진수 교수 (서울대)

2015. 3.18 The Deliberations of Real Juries Prof. Shari Seidman Diamond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2015. 3.25 ‘독수과실의 원리’ 보론(補論) 조  국 교수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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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 불평등조약의 경제적 귀결: 
개항기 한국인의 생활수준, 1876-1910

김두얼 교수 

(명지대 경제학과)

2015. 4. 8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신상숙 부소장

(서울대 여성연구소)

2015. 4.22 우리 한시를 읽는 즐거움 이종묵 교수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15. 4.29 ‘사법의 정치화’: 개념인가 프레임인가? 김도균 교수 (서울대)

2015. 5. 6 인구변동과 한국의 미래 조영태 교수

(서울대 보건학과)

2015. 5.13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몇 가지 단상

고학수 교수 (서울대)

2015. 5.20 ‘C’의 시대에 필요한 전문직 리더의 마음경영 양창순 원장 

((주)마이드앤컴퍼니, 
양창순 정신건강의학과)

2015. 5.27 고시촌(考試村) 문화사 강정원 교수

(서울대 인류학과)

2015. 9.16 축적의 시간: 한국 산업의 미래 이정동 교수

(서울대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2015. 9.23 청나라는 왜 조선을 침공하였는가?
－병자호란 이야기

구범진 교수

(서울대 동양사학과)

2015. 9.30 국제적 관심사항

(Matters of International Concern)
송지우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2015.10. 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사법적극주의 윤진수 교수 (서울대)

2015.10.21 서울대학교 기초교양교육의 실태와 과제 안병직 원장

(서울대 기초교육원)

2015.10.28 제4회 East Asian Law and Society 학회 참여기 양현아 교수 (서울대)

2015.11. 4 인재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코칭 고현숙 교수

(국민대 경영대학원)

2015.11.11 중국의 新 “외국투자법”(초안) 해석과 전망

－한국기업의 대 중국 투자와 관련하여

김성화 교수 

(아태법연구소 객원연구원,
상하이대학교 법학원)

2015.11.18 영화산업 속의 법률이야기 최재원 대표 

(위더스 필름)

2015.11.25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조  국 교수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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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oreign Authority Forum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

나. 간행물

  (1)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1호∼제4호

  (2) ｢Journal of Korean Law｣ Vol. 14 No. 2 (June 2015)

                             Vol. 15 No. 1 (December 2015)
  (3) 법학연구총서

제55권: 구상엽, �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2015. 2)

일  자 주  제 강연자

2015. 3. 5 Why should jurists care about empirical legal 

studies?

Prof. Yun-chien Chang

(Institutum Iurisprudentiae, 

Academia Sinica, Taiwan)

2015. 3.23 Courts and Globalisation: Insights from the 

Empirical Study of Western Highest Courts

Prof. Elaine Mak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Erasmus School of Law)

2015. 4.23 The Making of China Intellectual Property Law Prof. He Hua

(UC Davis School of Law)

2015. 4.28 Patents and the University Prof. Peter Lee

(Zhongnan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2015. 4.30 The Dispute over the Ownership of the Red 

Can Design

Prof. Dong Jingbo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2015. 5.19 The Canadian Criminal Justice System Leonard Kim

(Crown Prosecutor, Ontario, 

Canada)

2015. 9.17 The Changing Internet:  

The Legal Implications of Technological Change

Prof. Christopher S. Yoo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2015.10.30 Same Sex Marriage 사례를 가지고 본 
State Constitution과 Federal Constitution과의 
역동적 관계

Prof. Mark Alan Levin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School of Law)

2015.11. 6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Selec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ors

Prof. Catherine Rogers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2015.11. 9 IT Innovation & Its Legal Implications from 

IP & Antitrust Law & Policy Perspectives

Michael J. Lawrence

(Senior Competition Counsel, 

Google Inc)

2015.11.20 How Corporate Governance is Made: 

The Case of the Golden Leash

Prof. Steven Davidoff Solomon

(UC Berkeley School of Law)

2015.11.23 투자자와 국가간의 투자중재－ ICSID의 역할 Meg Kinnear

(Secretary-General, I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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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권: 성승환, �헌법과 선거관리기구� (2015. 7)

제57권: 황계영,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2015. 7)

다. 기타활동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

￭ 일    자: 2015. 3. 13(금)

￭ 장    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617호)

￭ 수 상 자: 권영준 교수 (서울대학교 법대)

￭ 수상논문: “최선노력조항(best efforts clause)의 해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3호(2014), 67면 이하. 

2. 융법센터

가. 학술회의

계량경제학 특강

2015. 6. 20. (토) / 우천법학관 203호

10:00∼18:00 통계학 기초－실증 분석 결과 해석을 중심으로

- 김우진 교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Recent Practices in Corporate Monitoring

2015. 8. 27. (목) / 우천법학관 305호

14:00∼14:10 Opening Remarks

- Kon-Sik Kim (SNU)

[Session 1] Aduit Committee in Japan

- Moderator: Ok-Rial Song (SNU)

14:10∼14:45 Which Company Chooses to Become a “Company with Audit Committee”?

- Tomotaka Fujita (Tokyo Univ.)

14:45∼15:00 Comment

- Hyeok-Joon Rho (SNU)

15:00∼15:20 Discussion

- Participants

[Session 2] Independent Directors in Korea

- Moderator: Keiichi Karatsu (Tokyo Univ.)

15:40∼16:15 15 Years’ Experience of Independent Directors in Korea: 

Monitors or Friends?

- Kyung-Hoon Chun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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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16:30 Comment

- Gen GOTO (Tokyo Univ.)

16:30∼16:50 Discussion

- Participants

16:50∼17:00 Closing Remarks

- Hiroyuki Kansaku (Tokyo Univ.)

Recent Comparative Legal Issues on Corporate Law and Securities Law

2015. 9. 11. (금) / 우천법학관 305호

13:30∼13:40 Registration & Opening Ceremony

- Welcoming Address (Prof. Jaemin Lee: International Associate Dean 

of SNU)

- Opening Remarks (Prof. Ki Jeong Han: Director of SNU Center 

for Financial Law)

13:40∼15:00 [Session 1] Moderator: Joon Park (SNU)

Declining Relevance of Suits on Shareholder Resolutions in Korea?

- Presenter: Kon-Sik Kim (SNU)

- Discussant: Manabu Matsunaka (Nagoya)

Derivative Actions and Measures to Collect Evidences in the Civil Procedure

- Presenter: Masafumi Nakahigashi & Sean McGinty (Nagoya)

- Discussant: Axel Kämmerer (Bucerius)

15:20∼16:40 [Session 2] Moderator: Ki-Jeong Han (SNU)

Eurobond and Their Legal Intricacies

- Presenter: Axel Kämmerer (Bucerius) 

- Discussant: Masafumi Nakahigashi (Nagoya) 

Dispute Resolution and Mis-selling of Financial Products: 

Role of Financial Regulation and Contract Law

- Presenter: Sun-Seop Jung (SNU)

- Discussant: Rüdiger Veil (Bucerius)

17:00∼18:20 [Session 3] Moderator: Kon-Sik Kim (SNU)

Share Issuance in Closely Held Corporation: 

Strange Case Law and Response by Legislators

- Presenter: Manabu Matsunaka (Nagoya)

- Discussant: Ok-Rial Song (SNU)

Improving Access for SMEs to Capital Markets

 – Lessons to Learn from the US-American JOBS Act

- Presenter: Rüdiger Veil (Bucerius)

- Discussant: Kyung-Hoon Chun (SNU)

18:20∼18:30 Conference Summary & Closing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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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산업 규제의 방향 – 수탁자 책임과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하여

2015. 11. 12. (목)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14:10 개회식

- 개회사: 임성호 처장 (국회입법조사처)
- 환영사: 한기정 센터장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4:10∼15:10 [제1주제] 자산운용업자와 투자자보호의무－신인의무를 중심으로

- 발  표: 정대익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1: 안수현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2: 오창석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15:10∼16:10 [제2주제] 파생상품의 자산운용상품화와 금융규제상 과제

- 발  표: 김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누리)
- 토론 1: 백재호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 토론 2: 정순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6:30∼18:00 [제3주제] 사모펀드 규제체계의 개선방향

- 발  표: 김은집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 토론 1: 김태진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2: 박삼철 고문 (법무법인 율촌)
- 토론 3: 원종현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나. 간행물 

(1) BFL (Business Finance & Law)(도서출판 소화), 제69호∼제74호

① BFL (Business Finance & Law), 제69호(2015년 1월) 

② BFL (Business Finance & Law), 제70호(2015년 3월)

③ BFL (Business Finance & Law), 제71호(2015년 5월)

④ BFL (Business Finance & Law), 제72호(2015년 7월)

⑤ BFL (Business Finance & Law), 제73호(2015년 9월)

⑥ BFL (Business Finance & Law), 제74호(2015년 11월)

다. 기타활동

(1) 도산법의 쟁점(금융법무과정 제8기)

￭ 주임교수: 송옥렬, 노혁준

￭ 기간: 2015. 3. 4.∼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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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주     제 강  사

3/4(수) 입학식 　

공평한 몫나누기 송옥렬 교수 (서울대)

3/11(수) 도산법의 전체적 구조와 쟁점 오수근 교수 (이화여대)

도산절차 개시의 요건과 효과 임치용 변호사 (김장법률사무소)

3/18(수) 수인의 전부의무자와 현존액주의 김제완 교수 (고려대)

미이행쌍무계약 최복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3/25(수) 별제권 및 회생담보권 김재형 교수 (서울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임과 지위 이재희 판사 (서울중앙지법)

4/1(수) 부인권 특강 I 노영보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부인권 특강 II 노영보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4/4(토) 블록세미나 I (회생절차의 쟁점) 　

회생계획안의 인가와 권리변경 정재헌 교수 (사법연수원)

M&A를 통한 회생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중소기업의 회생과 패스트 트랙 이진웅 심의관 (법원행정처)

4/8(수) 개인채무자의 도산절차 김관기 변호사 (김박법률사무소)

금융거래와 도산법 한 민 교수 (이화여대)

4/22(수) 채권 등 조사와 확정절차의 실무 이재권 판사 (서울중앙지법)

회생절차의 이론적 쟁점 김성용 교수 (성균관대)

4/29(수) Case Study 1 (일반기업 사안) 최효종 변호사 (법무법인 율우)

Case Study 2 (금융기관 사안) 남준우 판사 (창원지법)

5/6(수) 국제도산의 주요 쟁점 석광현 교수 (서울대)

워크아웃절차 개요 및 회생절차와의 비교 이완식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5/16(토)

∼5/17(일)

블록세미나 Ⅱ (도산사건의 실무의 쟁점) 　

법인도산 사건과 실무 구회근 판사 (서울중앙지법)

개인도산 사건의 실무 이제정 교수 (사법연수원)

기업도산의 노동법상 쟁점 김진석 판사 (서울고등법원)

5/20(수) 신탁과 도산법 노혁준 교수 (서울대)

도산과 세법 윤지현 교수 (서울대)

5/27(수) 도산법의 경제학 송옥렬 교수 (서울대)

종합발표회 및 강평 　

6/10(수) 수료식 및 시상 　



282   �서울대학교 法學� 제56권 제4호 (2015. 12.)

3. 기술과법센터

가. 학술활동

(1) 과학기술법 포럼

<제7회> 2015. 2. 12. (목) 18:30∼21:00 /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사이버해킹의 법과 정책 임종인 원장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토론 이동근 상무 (삼성전자),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8회> 2015. 4. 1. (수) 18:30∼21:00 /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장애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문무성 소장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박은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전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토론 김복기 교수 (서울대 법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제9회> 2015. 5. 19. (화) 18:30∼21:00 /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뇌과학의 현황과 법정책 이광형 교수 

(KAIST 바이오 및 뇌과학과)
        김동진 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소 소장)

 토론 김경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제10회> 2015. 11. 6. (금) 19:00∼22:00 /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위치기반서비스의 현황과 법정책

 발표 및 토론

   - 배덕광 의원 (새누리당)
   - 정명애 단장 (ETRI,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 장홍성 랩장 (SKT)
   - 권창범 변호사 (법무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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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회의

FTA 통상규범과 지식재산권

2015. 12. 23. (수) / 더팔래스 호텔 3층 

   [제1세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서의 지식재산권 조항

    - 박준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세션] FTA 협정에서의 지식재산권조항

 - 김용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철희 (산업통상자원부 FTA무역규범과 지재권협상팀장)

 - 박지현 (영산대 법대 교수) 

   [제3세션] FTA와 지식재산권 분쟁 실무

    -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양희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박정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김성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 변호사)

나. 간행물

(1) ｢Law & Technology｣ 제11권 제1호∼제5호(도서출판 풍남)

(2) 정상조⋅설범식⋅김기영⋅백강진 공편, �디자인보호법 주해� (박영사, 2015) 

4. 공익산업법센터

가. 학술활동

(1) 국내 학술세미나

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규제의 안과 과제

2015. 5. 12. (화) / 서울플라자호텔 (오키드룸)

제1주제: EU 통신서비스 사전규제정책

－규제프레임워크와 2차 개정(2014.10)을 중심으로－

이종기 대표이사

(Inca Research & Consulting)

제2주제: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 규제의 현안과 과제 김성환 교수 

(아주대 경제학과)
제3주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의 법적 쟁점과 과제 윤  용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토론> 권남훈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김태오 박사 (KISDI), 

변정욱 교수 (국방대학교), 송시강 교수 (홍익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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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의 쟁 과 과제

2015. 6. 1. (월) / KT 광화문 빌딩 1층 드림엔터(스타트업 멘토링 센터)

기조발제: 디지털 사이니지 정부정책 방향 김진형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제1주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진흥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정욱재 사무관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제2주제: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규모의 예측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곽동균 박사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3주제: 디지털 사이니지 규제의 법리적 쟁점 송시강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토론> 김두수 사무관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심성욱 교수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부/한국OOH광고학회 회장)
김태호 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성철 박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산업진흥부장)
김종현 교수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스마트사이니지포럼 의장)
정인영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ICT 생태계 활성화를 한 공정경쟁기반 구축의 쟁 과 과제

2015. 6. 26. (금) / 롯데호텔(샤롯데룸)

제1주제: ICT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중립성 규제의 법적 쟁점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제2주제: 검색중립성 규제에 관한 국내외 논의와 시사점 이상승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3주제: 망중립성에 대한 FCC의 결정과 향후 전망 윤주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토론> 황창근 교수 (홍익대), 권헌영 교수 (광운대), 이상헌 실장 (SKT), 
류민호 실장 (네이버), 정재훈 변호사 (구글) 

서울 학교 공익산업법센터한국행정법학회 공동 학술 회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2015. 7. 3. (금)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제1주제: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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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최계영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제3주제: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계인국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토론> 권헌영 (광운대 교수),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태호 (서울대 강사), 오강탁 (전자정부지원본부 본부장)

ICT 기술과 규제의 상호작용  계: 행정법  쟁 과 망

2015. 8. 21.∼22. / 제주도 하얏트 리젠시 호텔

제1주제: 행정규제의 최근 쟁점 － 규제형평제도를 중심으로 이원우 교수 

(서울대학교)

제2주제: 지상파재송신의 분쟁과 합리적 해결 방안 김태오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3주제: 공법상 법인론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송시강 교수 

(홍익대학교)

제4주제: 행정기관의 분쟁해결제도 소고 정인영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토론> 안정민 교수 (한림대), 윤혜선 교수 (한양대), 김남국 변호사

김재광 교수 (선문대), 황성기 교수 (한양대)

서울 학교 공익산업법센터·한국규제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학술 회

정보통신기술 발 과 규제개

 2015. 9. 11. (금) /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201호

[제1세션] 규제개혁의 법적 현황  

제1주제: 규제개혁과 계약법 권대우 교수

(한양대학교)

제2주제: 규제개혁과 행정법 계인국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토론> 최대용 교수 (KDI), 홍명수 교수 (명지대학교), 김도승 교수 (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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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리제도의 발 방향

2015. 10. 30. (금) /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룸

제1주제: 무선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주파수 정책 안형택 교수 

(동국대)

제2주제: 주파수이용기술의 관점에서 본 전파관리의 쟁점 박승근 실장 

(ETRI)

제3주제: 전파법의 restructuring 관련 주요 쟁점 이상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토론> 권헌영 교수 (고려대), 김태호 강사 (서울대), 김영훈 부사장 (퀄컴), 
김태오 박사 (KISDI) 

[제2세션] ICT서비스 발전과 규제개혁의 법적 과제 

제3주제: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보안규제의 개혁 정준현 교수

(단국대학교) 

제4주제: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방송규제의 개혁 고민수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토론> 김승주 교수 (고려대학교), 황성기 교수 (한양대학교), 김태호 강사 (서울대학교) 

서울 학교 공익산업법센터·(사)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2015년 추계 공동학술세미나

국가 사이버안 을 한 법  과제

2015. 10. 22. (목) /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4 

제1주제: 주요 국가별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정태진 박사

(사이버폴리싱연구센터)

<토론> 김태오 박사 (KISDI), 손태종 실장 (국방연구원), 임준태 교수 (동국대) 

제2주제: 사이버안보의 입법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전략 김재광 교수

(선문대)

<토론> 김성천 교수 (중앙대), 박상돈 박사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문병호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사이버안보와 개인정보보호법령의 상관성 최경진 교수

(가천대)
<토론> 김현경 교수 (한국과학기술대), 심미나 교수 (성결대), 

윤혜선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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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 학술세미나

(3) 집담회(경제규제와법 연구회 월례세미나)

사물인터넷(IOT): 연결사회 구 을 향한 법제도  과제

2015. 11. 27. (금) / Hyatt Regency, Hawaii, USA

제1주제: [미국] IoT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 법적 

기반의 필요성－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Prof. Deirdre Mulligan 
(UC Berkeley) 

제2주제: [영국] 사물인터넷에 대한 영국의 시각:
사물클라우드－의료의 사례를 중심으로－

Dr. Guido Noto LA DIEGA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제3주제: [한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법적 과제: 
목적과 방법의 모색

 이희정 교수 

(고려대학교) 

제4주제: [독일] 사물인터넷(IoT)－독일 관점에서의 제언 Prof. Hans-Heinrich Trute 
(Universität Hamburg) 

제5주제: [프랑스] 사물인터넷: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Commissioner 
Pierre-Jean BENGHOZI 

(ARCEP, France) 

<토론> 이상헌 상무 (SKTelecom), 김영훈 부사장 (퀄컴), 송태원 변호사 (NAVER), 
김희수 박사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 박희상 팀장 (LGU+), 
유성완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황성기 교수 (한양대), 
고민수 교수 (강릉원주대), 안정민 교수 (한림대), 박재윤 교수 (충북대),
송시강 교수 (홍익대), 박현정 교수 (한양대)

<제6회> 2015. 1. 5. (월) / 에밀리오

- 공법상 법인론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송시강 교수

(홍익대학교)
- 유전자변형생물체(LMO/GMO) 규제와 식품행정법 왕승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제7회> 2015. 2. 9. (월) / 서울대학교 서암관 506호 

- 독일 철도법상 철도망 규제 윤강욱 법제관

(법제처)
-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한 소고 이병찬 변호사

(법무법인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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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 2015. 3. 9. (월) / 서울대학교 서암관 506호 

- 폐기물관리법의 규제 합리화 왕승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행정기관의 분쟁해결제도 소고 정인영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제9회> 2015. 4. 13. (월) / 여의도

- 결산심사의 법제도적 정비 방안 김광묵 실장

(국회예산정책처)

- 계약 방식을 통한 규제 이희정 교수

(고려대학교)

<제10회> 2015. 5. 11. (월) / 서울대학교 서암관 506호 

- 폐기물관리법의 규제 합리화 왕승혜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공공선택이론의 관점에서 본 경제규제 조영우 법무관

<제11회> 2015. 6. 8. (월) / 서울대학교 서암관 506호 

- 우버 서비스 규제의 법적 분석 또는 행정절차의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

김태오 박사

(KISDI)

- 행정지도와 부당 공동행위 구나영 변호사

<제12회> 2015. 8. 10. (월) / 서울대학교 서암관 606호 

-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 관점에서 본 전파관리 이슈 박승근 실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제13회> 2015. 9. 14. (월) / 서울대학교 서암관 606호 

- 부패방지법의 발전 방향 박재윤 교수

(충북대학교)

- 방송사업자의 경쟁법적 규율 동향 최정윤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제14회> 2015. 10. 12. (월) / 서울대학교 서암관 606호 

- 원자력법의 최근 쟁점들 윤혜선 교수

(한양대학교)

- 환경피해구제법 제정과 권리구제의 구조 김태호 강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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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행물

(1)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1호(도서출판 풍남)

(2)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2호(도서출판 풍남)

5. 공익인권법센터

가. 학술활동

(1) 공개강좌

① 제9회 시민사회와 법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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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주                제 강  사

9/16 인사말 / 강좌소개 / 자기소개

한국의 NGO와 법의 지배

수강생 일동

한인섭 교수 (서울대)

9/23 생활 속의 국제법 다시보기

‘법에 의한 통치’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정인섭 교수 (서울대)

조  국 교수 (서울대)

9/30 헌법의 이해

법과 인권

전상현 교수 (서울대)

임지봉 교수 (서강대)

10/7 인권과 시민참여

성소수자 인권과 법

문경란 위원장 (서울시 인권위)

장서연 변호사 (공감)

10/14 정의란 무엇인가

쫄지마 형사절차

김도균 교수 (서울대)

황희석 변호사 (민변)

10/21 노동을 변호하다

불온한 시민? 불온한 소송?

김선수 변호사 (시민) 

최강욱 변호사

10/28 우리나라의 법제정과 입법과정

복지와 평등

이우영 교수 (서울대)

김복기 교수 (서울대)

<제15회> 2015. 11. 9. (월) / 서울대학교 서암관 606호 

- 복지서비스의 민영화의 법문제 박정연 변호사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행정소송법의 개정방안 임지영 변호사

<제16회> 2015. 12. 14 (월) / 에밀리오

- 사물인터넷: 초연결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이희정 교수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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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회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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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주                제 강  사

9/16 개강식

기업활동과 국제인권규범

정인섭 교수 (서울대)

이상수 교수 (서강대)

9/23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정인섭 교수 (서울대)

9/30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법적 접근 백범석 교수 (경희대)

10/7 전시 여성 성폭력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양현아 교수 (서울대) 

10/28 한국 내 이주 여성의 인권현실 한국염 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1/4 한국의 난민문제: 실태와 문제점 김종철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11/11 국제개발과 국제인권 이성훈 이사 

(한국인권재단)

11/18 국제구호 현장의 사람들 / 수료식 강도욱 (월드비전)

11/4 남북한관계의 법적 검토

탈핵과 녹색

이효원 교수 (서울대)

하승수 변호사 (녹색당 대표)

11/11 정의와 인권을 위한 검찰개혁

시민사회와 검찰

김인회 교수 (인하대)

서정민 검사

11/18 상처받은 정의의 여신(상)

예술에서 나타난 법의 상징

박은정 교수 (서울대)

최종고 교수 (서울대)

11/25 위험사회에서의 삶의 질

베트남 전쟁의 교훈

이재열 교수 (서울대)

박태균 교수 (서울대)

12/2 전시 & 식민지적 성폭력

젠더와 차별

양현아 교수 (서울대)

배은경 교수 (서울대)

12/9 <소수의견>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

손아람 작가

박경신 교수 (고려대)

12/16 수료식 강좌 운영위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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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4회 민교협 공개강좌

   일 시: 수요일 19:00∼21:00

장 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주 최: 서울대학교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협 력: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날짜 주                제 강  사

4/15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 정용욱 교수 (서울대)

4/22 냉전의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경제성장 박태균 교수 (서울대)

4/29 한국 빈곤과 복지의 사회사 조흥식 교수 (서울대)

5/6 유신체제와 민주화 운동: 억압과 저항의 드라마 한인섭 교수 (서울대)

5/13 5.18 민주화운동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정근식 교수 (서울대)

5/20 지역개발과 토건국가 박배균 교수 (서울대)

5/27 1987년 6월 항쟁: 그때와 오늘 김명환 교수 (서울대)

(2) 국내 학술세미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엇을 남겼나?

2015. 2. 25. (수) / 서울대 법대 근대법학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제1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슨 일이 있었나? 문경란 위원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재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위 위원)
홍  차 

(서울시민 인권헌장 시민위 위원)

[제2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엇을 남겼나 홍성수 교수 (숙명여대)
이정은 교수 (성공회대)
염형국 변호사 (공감)

[제3부] 서울시민 인권헌장, 무엇을 할 것인가? 김형완 소장 (인권정책연구소)

<토론> 이준일 교수 (고려대),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은우근 교수 (광주대)
박흥순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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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3  승계의 법  문제와 ‘이학수 방지법’

2015. 4. 23. (목) / 서울대 법대 15-1동 201호

[제1부]

  삼성 불법 승계, 그들은 벌을 받았던 것인가

  삼성 3대에 걸친 자본축적과 승계과정의 초법성

  범죄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이익이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박지현 교수 (인제대)

조승현 교수 (방송통신대)

전종민 변호사 (공존)

[제2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입법 필요성

  삼성 관련 형사범죄의 경제학적 의미와 대책

  ‘이학수법’의 위헌 문제 검토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검토)

박영선 의원 

(새정치 민주연합)

전성인 교수 (홍익대)

한상희 교수 (건국대)

김희균 교수 (서울시립대) 

<토론> 김상조 교수 (한성대), 최성식 변호사

상고심 개 의 방향

2015. 5. 27. (수) / 서울대 법대 15-1동 203호

제1주제: 상고법원 제도의 필요성과 헌법적합성 이인호 교수 (중앙대) 

제2주제: 선택: 대법원 개혁 신봉철 변호사

제3주제: 상고법원제 비판과 대법원 개혁과제
이호중 교수 (서강대)

제4주제: 상고법원제 법안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과 

대안

임지봉 교수 (서강대)

제5주제: 상고심의 민주적 운영과 대법관 증원 장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토론> 황도수 교수 (건국대), 여현호 논설위원 (한겨레), 이용구 변호사 (L.K.B.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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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행물

(1) 문경란⋅홍성수 편, ｢서울시민 인권헌장｣ (2015. 12)

(2) ｢공익과 인권｣ 통권 제15호(2015. 10)

(3) �기타유형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재심판결모음집�, 4.9통일평화재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동발간(2015)

6. 국제통상⋅거래법센터

가. 학술활동

(1) 제5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ot Competition>

 ￭ 일자: 2015. 2. 14. (토)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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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국제 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인 Vis Moot 

Competition 대회와 동일한 문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격은 

전국의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대학원 법전공자 또는 사법

연수원 재학생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팀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준비서면을 모두 제출한 11개 팀이었으며, 구두변론에는 

10개팀이 참가하였습니다. 각 팀 별로 2번의 예선라운드에서 얻은 

모든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점수 순서대로 8강에 진출하였으며, 

4강팀을 결정한 후 이들이 4강전, 결승전을 치루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올해 대회에도 국내 유수의 중재전문 변호사 및 교수들이 중재인

으로 참여하여 참가팀들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모의 중재대회는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중재관련 기관 및 

상사중재법을 전공으로 하는 실무가, 학자 및 미래의 법조인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중재 community 연례행사로 자리 매김하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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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통상⋅거래법 센터

 ￭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변호사협회, 국제거래법학회, 법무법인 광장,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한) 



294   �서울대학교 法學� 제56권 제4호 (2015. 12.)

태평양, 법무법인 양헌, 법무법인 에이펙스, 법무법인 지평, 법무

법인 충정, 법무법인 케이씨엘

(2) 제6회 WTO/FTA 모의재판 경연대회

￭ 일자: 2015. 8. 29. (토)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 법정

￭ 소개: 이 대회는 전국 규모로 매년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WTO 20주년을 

맞이하여 아시아 지역 유일의 국제대회로 확대되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WTO 현직 상소기구 위원 과반수가 재판관

으로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만,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등 해외 팀을 포함 총 22개팀이 지원하였으며,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개 팀이 연맹(리그)전과 승자진출전(토너먼트) 방식으로 경쟁했

습니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국제통상 분쟁해결에 관심 있는 대학

(원)생 또는 사법연수원생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이 모의 중재대회는 국제통상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 통상분쟁 

해결 절차 및 과정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미래의 국제통상법 전문가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통상⋅거래법 센터

 

(3) 국제투자중재법 포럼

<제27차> 2015. 2. 16. (월) / 서울국제중재센터 11층

Annulment under ICSID Convention 신희택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8차> 2015. 3. 23. (월) / 서울국제중재센터 11층

EU Investment Policy after Lisbon Treaty and Controversy over 
TTIP

이재민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9차> 2015. 4. 20. (월) / 서울국제중재센터 11층

The Moscow Convention and the First Korean Investment
Treaty Award

이재민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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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청 강연 

<제30차> 2015. 5. 18. (월) / 서울국제중재센터 11층

국가의 조세정책과 관련된 ISDS 사례 발표 박주연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1차> 2015. 6. 15. (월) / 서울국제중재센터 11층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s and Local remedies: 
Forks in the road

신희택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2차> 2015. 8. 18. (화)

FDI Conference-2015 FDI Moot Asia-Pacific Regional Rounds로 대체

<제33차> 2015. 9. 21. (월) / 서울국제중재센터 9층

Tribunals and Procedures for Investment Disputes Gary B. Born 변호사 

(WilmerHale)

<제34차> 2015. 10. 19. (월) / 서울국제중재센터 11층

EU Commission-미국 TTIP 협정 내 investment chapter 
(draft text) 관련 논의

이재민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5차> 2015. 11. 23. (월) 

Seoul IDRC Special Lecture “ICSID at 50” by Meg Kinnear (Secretary-General of ICSID)로 대체

<제36차> 2015. 12. 18. (금)

AP Transparency Observatory Inaugural Conference로 대체

2015. 5. 18. (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203호 

국제중재의 현황과 전망 및 국제업무에 있어서 한국 변호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유지연 변호사 

(싱가포르 

서울국제중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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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활동

(1) VIS 모의 국제상사중재대회 SNU 대표팀 준비 지도 

￭ 2016년 3∼4월 비엔나 또는 홍콩에서 개최하는 VIS Moot Arbitration 

Competition에 서울대 대표팀으로 참가할 구성원을 모집하여, 지도 교수

의 지도아래 국제 대회에 서울대 대표팀으로 참가준비를 하였습니다.

(2)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109th Annual Meeting

￭ 일  정: 2015. 4. 8.∼4. 11.

￭ 장  소: Washington, D.C. 미국

￭ 이동은(법학대학원) 1명이 센터의 지원을 받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된 미국국제법학회 제109회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3) 2015 Asia-Pacific Regional Rounds SNU 대표팀 준비 지도 

￭ 2015년 8월에 있는 대회에 참가한 서울대 학생들을 지도하였습니다.

2015. 10. 29. (목)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517호 (*국제법무학회 공동 주관)

국제법무관련 로스쿨 졸업생의 진로와 역량 김정연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15. 11. 12. (목)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17호 (*국제법무학회 공동 주관)

법무부의 국제법무업무 소개 김철수 부장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5. 11. 19. (목)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517호 (*국제법무학회 공동 주관)

Private Equity(사모펀드) 산업과 변호사 김광일 대표 

(MBK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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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쟁법센터

가. 학술활동

<제1차 국제 세미나>

Recent Development and Issues of Asian Competition Law

2015. 2. 14. (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제1세션] 지적재산권과 경쟁법

표준필수특허 반독점소송의 몇 가지 주요쟁점

－ 화웨이의 IDC 제소사건의 관점에서

 Prof. Wang Xiaoy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hina) 

지적재산권의 남용적 행사와 경쟁법  Prof. Kurita Makoto
(Chiba University, Japan)

일본의 지적재산권과 경쟁법  Prof. Hayashi Shuya 
(Nagoya University, Japan)

Intersection of Antitrust & Intellectual Property  이호영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세션] 수직적 거래제한의 경쟁법상 과제

중국 수직적 독점합의 규제의 최신 발전현황  Prof. Wang Jian 
(Zhejiang SCI-TECH 

University, China)

일본의 수직적 제한 규제 사건의 경향  Prof. Shingo Seryo 
(Doshisha University, Japan)

수직적 거래제한행위의 판단기준 

－ 한국 판례에 나타한 법리를 중심으로 

황태희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제2차 국제세미나> 경쟁법의 국제기 과 국내기

2015. 3. 30. (월) / 서울대학교 서암법학관 4층 대회의실

[제1세션]  아시아 경쟁법의 현황과 과제

Retrospect and Prospect of the China’s AML Enforcement  Prof. Wang Xiaoy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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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Restraints Regulation in Japan in Comparison with 
China and Korea in the Context of Emerging Global Standard

 Prof. Toshiaki Takigawa 
(Kansai University, Japan)

간격 좁히기: 국제 경쟁법으로의 수렴 또는 그로부터의 분산

－ 한국 경쟁법상 단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

홍대식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세션] EU⋅미국⋅독일 경쟁법의 현황과 과제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U competition Law  Prof. Meinrad Dreher 
(University of Mainz, 

Germany)

The Refinement of U.S. Antitrust Law in a Global Environment  Mr. Stuart Chemtob 
(Partner at WSGR, U.S.)

Latest Development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2 
TFEU and the merger control in European and German 
competition law

 Prof. Michael Kling 
(University of Marburg, 

Germany)

<제1차 법·정책세미나> 규모유통업법의 주요 쟁  II

2015. 4. 30. (목)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대규모유통업법상 물류비용의 규제 이선희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권국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제)

점포 리뉴얼 관련 규제의 검토 이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토론> 정종채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대규모유통법의 실무상 최근 쟁점 서남교 과장 

(공정위 유통거래과) 

<토론> 윤성운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대규모유통업법상 적용제외 규정의 타당성 검토 서  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토론> 정성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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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법·정책세미나>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세미나

2015. 5. 11. (월)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제1세션] 이동통신시장 경쟁구조와 소비자 후생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및 소비자 후생손실 규모  박추환 교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통신시장 결합판매의 경쟁효과와 소비자 후생효과 이인호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제2세션] 이동통신시장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향

통신시장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요금규제 개선방안  황태희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결합판매 사전규제의 개선방안 홍명수 교수 

(명지대 법과대학)

<종합토론> 강병민 교수 (경희대 경영대학), 김경만 과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안진걸 사무처장 (참여연대), 주진열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차 법·정책세미나>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의 Interface II

2015. 7. 20. (월) / 양재동 엘타워 라벤다홀

저작권 관리단체의 포괄사용허락의 경쟁법적 쟁점 황태희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토론> 허중혁 변호사 (TV조선)

혁신(Innovation)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정당화사유 강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토론> 이상승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이른바 사실상의 표준특허(de facto SEP)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 윤신승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토론> 이호영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홍명수 교수 (명지대 법과대학), 노상섭 (전 공정위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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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법·정책세미나>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규제의 주요 쟁

2015. 9. 21. (월)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입찰담합의 시효 

－민사법, 행정법 및 형사법의 관점에서

양대권⋅김대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토론> 심재한 교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찰담합에 대한 기본과징금 산정 관련 쟁점 정성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토론> 최난설헌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찰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주요 쟁점 윤진용 검사 

(공정위 법무보좌관)
<토론> 주진열 교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찰담합을 둘러싼 규제의 정합성 제고방안 신영수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김영덕 박사 (건설산업연구원)

공정거래법·경제(LEG) 심포지엄

2015. 11. 27. (금) / 대한상공회의소회관 지하2층 의원회의실

주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후원: 공정거래위원회

[제1세션] 법학

모바일 플랫폼 경쟁법적 쟁점 분석 이봉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이상규 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금지청구권 행사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EU 사례분석

오성은 박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토론> 이상승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제2세션] 경제학

브랜드 처방약과 복제 처방약의 경쟁과 거래행태: 
이론고가 실증연구

서정채 강사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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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개강좌운영

  ￭ 2015년도 1학기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 제35기 (공정거래과정 제12기)

  ￭ 주 제: 공정거래와 한국 경제의 도약

  ￭ 시 간: 매주 금요일, 제1교시 19:00∼20:30, 제2교시 20:30∼22:00

  ￭ 장 소: 서울대 법대 17동 6층 (서암홀)

<토론> 남동일 과장 (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기업합병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김진혁 교수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토론> 이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현행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향 김정유 교수 

(경희대 경제학과)
<토론> 권남훈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날짜 주    제 강    사

3/6 입학식 및 과정 안내

참가자 소개 등

이원우 학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봉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3/13 2015년도 공정거래정책 방향

시장거래와 공정거래법

김학현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3/20 2015년 독과점시장의 구조개선시책과 방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주요 쟁점

송정원 과장 (공정위)
이호영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3/27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실무

불공정거래행위의 법리적 검토

김성삼 과장 (공정위)
홍명수 교수 (명지대 법과대학)

4/3 기업집단 규제의 이론과 실무

유럽경쟁법의 최근 동향

신봉삼 과장 (공정위)
M. Dreher 교수 (University of Mainz)

4/11∼12 <블록세미나 (1박 2일)>
부당지원행위⋅총수위 사익편취 금지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황태희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4/17 카르텔규제의 주요 쟁점

카르텔관련 판례의 동향

최영근 과장 (공정위)
노경필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4/24 국제카르텔 규제의 법리

기업결합 규제의 법적 쟁점

김대영 과장 (공정위)
이민호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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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행물

(1) ｢경쟁과 법｣ 제4호(도서출판 문우사)

(2) ｢경쟁과 법｣ 제5호(도서출판 문우사)

8. 환경⋅에 지법정책센터 

가. 학술활동

(1) 국제 학술대회

10:00-10:30 등록

10:30-10:50 개회

           환영사: 신희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소장)

           축  사: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5/8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

대규모유통법의 주요 쟁점

조성국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성운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5/15 가맹사업법의 실무와 쟁점

공정거래사건의 공정한 처리

박기흥 과장 (공정위)
박준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5/22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쟁점과 실무

재벌과 한국경제

이황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5/30∼31 <블록세미나 (1박 2일)>
갑⋅을 관계의 구조적 원인과 법적 대응방안

신영수 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유태 과장 (공정위)

6/5 기업결합 규제의 실무와 동향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벌의 확대

선중규 과장 (공정위)
서봉규 부장검사 (대전지검 형사2부)

6/12 수료식 서울대 법대학장, 주임교수 및 

공정거래법과정 제12기 수료자 전원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생물자원에의 근  이익공유(ABS)모델 수립을 한 

법정책 문 네트워크 기반구축

2015. 9. 11. (금) 10:00∼18:00 /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15-1동)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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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2:10 [Session I] 해양생물자원 탐사에 관한 지역적 법정책 네트워킹

           사  회: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발  표: 

- 해양생물자원 탐사: 한국에서의 해양균류(Penicillium) 연구사례

임영운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 해양생물자원관련 법정책 네트워킹: 유럽의 MicroB3 Project의 교훈

Evanson C. Kamau (Bremen 대학교 유럽환경법연구소 박사)

           토  론: 문대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본부장)

         
12:20-13:45 중  식 (소담마루 담실)

13:45-15:45 [Session II] 해양생물자원 관련 ABS 법정책: 비교법적 검토

           사  회: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 해양생물자원의 보호

Melda Kamil Ariadno (인도네시아 국립대 교수)

- 베트남의 ABS 정책

Nguyen Ba Tu (베트남 환경자원부 생물다양성보존국) 

- 한국의 해양생물자원 이용과 이익공유에 관한 법정책

이재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김홍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과장)

15:45-16:00 Coffee Break

16:00-17:20 [Session III] 해양법 체계 내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ABS

           사  회: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 태평양 군소도서 개발도상국 관점에서 본 해양자원에의 

공정⋅공평⋅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

Clement Yow Mulalap (마이크로네시아연방 유엔대표부 법무보좌관)

- 해양환경과 자원보호관련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남중국해의 인공섬

Nguyen Ba Dien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 교수)

           토  론: 김기현 (외교부 국제법규과 서기관)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7:20-18:00 [Session IV] 종합토론

           사  회: 허성욱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제: 이연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수석연구원)

18:30-20:30 만  찬 (라쿠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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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학술대회

1일차 [2015년 11월 6일(금)] 

09:00  KTX 탑승하여 서울역 출발 (2시간 37분 소요/KTX121)

11:37  부산 도착하여 차량 탑승 후 호텔로 이동(30분 소요) - 셔틀버스 

12:10  호텔 도착 후 중식

13:30-15:30

  ○ [제1부] 개회 및 축사

개회사: 조홍식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축  사: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UNOSD 원장)

  ○ [제2부] 신기후체제 협상의 주요현안 

사  회: 조홍식 교수 (서울대)

 발  표: 

     - 기후변화 국제적 대응의 현주소: 파리 총회 쟁점과 전망

박시원 교수 (강원대)

     - Post-2020 신기후변화체제와 통상규범의 관계:

신기후변화체제와 통상규범의 조화를 위한 COP21제언 

정민정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 Green Subsidy와 보조금 규범:

친환경 지원조치에 대한 WTO 보조금 협정의 적용

이재민 교수 (서울대)

     - 파리 기후변화 협상(COP21)의 전망과 과제

손성환 전 스웨덴 대사 (외교부), 

토  론: 이재협 교수 (서울대), 홍기훈 원장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5:30-16:00 Coffee Break

 

16:00-17:30 

  ○ [제3부] 신기후체제의 국내적 이행

사  회: 이재협 교수 (서울대)

발  표: 

     - Global Clean Energy Market: Trends&Implications

차문환 대표이사 (한화큐셀코리아)

신 기후 체제 상에 한 망과 응을 한 포럼

2015. 11. 6.∼7. 2일간 / 부산 해운대 웨스틴 조선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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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와 에너지정책

조동진 상무 (S-Oil)

     - 신기후체제에 대응하는 에너지기술개발

황진택 원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Post 2020 달성을 위한 발전부문 이행방안

권규섭 상무 (SK E&S)

토  론: 강승진 교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박천규 국장 (환경부)

 
17:30-18:30

  ○ [제4부] 종합토론

사  회: 김우영 교수 (성균관대)

토  론: 정진승 소장 (APEC 기후센터), 조은기 실장 (SK 이노베이션)

 
18:30-20:30

 
2일차 [2015년 11월 7일(토)]

부산생태관광 

(3) 콜로키움

(4) 환경에너지법정책포럼

ELP Colloquium on Green Energy Policy in South Korea

2015. 4. 21. (화) / University of Hawaii of Manoa

Korea’s Green Growth Policy 이재협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제20차> 2015. 9. 10. (목) 12:30∼13:4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101호

The Interlinkages of Crop Diversity and Climate Change: 
The Role of the multilateral system of the ITPGRFA

Evanson C. Kamau 
(Bremen 대학교 

유럽환경법연구소 박사)

<제21차> 2015. 9. 12. (토) 14:30∼15:4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서암홀

The Role of Traditional⋅Local Knowledge of Coastal Community 
in Adapting to Climate Change

Melda Kamil Ariadno 
(인도네시아 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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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헌법⋅통일법센터

가. 학술활동

(1) 학술대회

통일법제 인 라 확충을 한 쟁 과 과제

2015. 9. 11. 금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발표자 토론자

[제1세션] 통일 이후 북한의 체제불법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회: 전상현 교수, 서울대)

 - 독일의 체제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사례

 -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관련 입법 사례

송창성

송진호

박종원

김현창

[제2세션]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사회: 이효원 교수, 서울대)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소영

정구진  

한철웅

한상훈

  

*후원: 통일부

<제22차> 2015. 9. 15. (화) 12:30∼13:4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101호

AOSIS and Climate Change Clement Yow Mulalap 
(마이크로네시아연방 

유엔대표부 법무보좌관)

<제23차> 2015. 11. 19. (목) 18:30∼19:30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102호

The Changing Role of Climate Change Law: 
What to Expect in COP 21 Paris 

Prof. David Victor
(UC San Diego)

<제24차> 2015. 11. 23. (월) 12:30∼13:45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5호

Regulatory and Energy Resource Planning for Electric Utilities in 
Hawaii

Leon R. Roose
(변호사, Hawaii Natural 

Ener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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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통일부

*후원: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개성공단 10년, 법제도의 성과와 과제

2015. 11. 27. (금)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발표자 토론자

[제1세션] 개성공단 법제화의 성과 (사회: 박훤일 교수, 경희대)

 - 개성공단 법제화의 의미

 - 개성공단 법제가 북한법제에 미친 영향

권은민

장소영

이봉희

송진호

[제2세션] 개성공단 관련 법제도의 과제 (사회: 이효원 교수, 서울대)

 - 개성공단 법제도의 한계와 과제

 - 개성공단 관련 남한법제의 발전 과제

임성택

한철웅

김광길

최대건

개성공단 발 을 한 법  과제 심포지엄 (의정부지방법원 공동학술 회)

2015. 12. 2. (수) / 의정부 예술의 전당 2층 국제회의장

기조발제: 개성공단의 현황, 정책적 함의 및 개선과제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좌    장: 최완규 교수 (신한대학교 석좌교수,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제1주제: 개성공단의 법제도와 과제 이효원

(서울대 교수)
 제2주제: 개성공업지구 관련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박원규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제3주제: 개성공업지구법제의 발전방향 장소영

(통일부 법률자문관, 검사)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장수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교수) 

개성공단 법제화 개선 방안

2014. 12. 19. (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발표자 토론자

[제1세션] 개성공단 법제의 개선 과제 (사회: 김천식, 전 통일부차관)

  -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수단의 구축

  - 개성공단 법체제의 합리화 방안

이재민 

송진호

이덕환 

김태헌

[제2세션] 개성공단 법제의 비교법적 고찰 (사회: 이효원 교수, 서울대)

  - 중국의 경제특구 법제와 개성공단 법제의 비교

  - 북한의 경제특구 법제와 개성공단 법제의 비교

강광문 

신유정 
송인호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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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미나

① 지도반 세미나

2015. 1. 30. (금)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101호

 - DMZ 관활권에 대한 조정 방안 김태희

 - 세계평화공원의 국제화 방안 정구진

 - 유엔의 대북제제와 조화 김우석

 - 국경지역 자연공원 사례 분석 정한균

2015. 2. 28. (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101호

 - 남북한 경제통합 김완기

2015. 3. 28. (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101호

 - 정부의 통일관련 법률검토 소요 박성렬

 - 한중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학적 비교연구 박대헌

2015. 5. 30. (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101호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 박유영

 -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의 형사책임 주민철

2015. 7. 25. (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101호

 - 레옹 뒤기의 헌법이론 김충희

 - 대통령의 인사권과 의회의 통제 김태열

2015. 9. 24. (목)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418호

 - 남북통일추진기획단의 조직, 구성, 임무 등 윤형석

 - 통일합의서를 체결하는 절차 이동건

 -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절차 전령현

 - 통일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리, 감독 등 이철진

2015. 11. 28. (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5호

 - 과거 청산 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연구 시론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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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세미나

남북한 의료법제의 통합방안

2015. 10. 24. (토)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5-1동 303호

 제1주제: 남북한 의료현황과 통일독일의 의료 통합 이혜원 (서울대 교수)

 제2주제: 남북한 보건의료협력의 법적 과제 이효원 (서울대 교수)

 제3주제: 남북한 의료법제의 단계적 통합방안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3) 워크샵

2015. 8. 22.∼23. / 문경소재 서울대학교 병원 인재원

주    제 발표자 토론자

[제1세션] 통일이후 북한의 체제분럴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1. 형사처벌의 대상과 범위 황신영 이동건

   2. 주요 법적 쟁점 이태윤 박기태

   3. 우리나라의 과거청산 관련 입법사례 송진호 김현창

[제2세션] 남북한 의료법제 통합

   1. 남북한의 의료 현황 비교 이철진 신유정

   2. 남북한의 의료법제도 분석 윤형석 강민식

   3. 남북한 의료분야 교류협력과 남북합의서 분석 박진호 김태열

[제3세션] 동서독 의료법제 통합 등

   1. 동서독의 의료법제도 한상훈 김완기

   2. 통일 이전 동서독의 의료분야 교류협력 법제도 이재희 박지연

   3.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의료법의 모순과 충돌 해결

      (의료법제 통합 결과)
정구진

   4. 통일 한국의 화학무기 처리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 백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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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행물

다. 기타활동

(1) 통일법 강좌 3기

(2) 통일법 강좌 4기

  일시: 2015. 9. 3.∼11. 26. (매주 목요일 오후 5시∼6시 30분)

  장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1. 통일의 개념 (9. 3)

   2. 남북한 헌법의 비교 (9. 10) 

   3.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9.17)

   4. 남북교류에 대한 법률적용 (9. 24)

   5. 북한의 개혁개방법제 (10. 22)

   6. 북한의 형사법제 (10. 29)

   7. 남북관계와 국제법 (11. 05)

   8. 북한인권법 (11. 12)

   9. 통일헌법의 제정 방향 (11. 19)

  10. 개성공단법체계와 개요 (11. 26)

｢헌법과 통일법｣ 제5호 (2015. 5)

  일시: 2015. 3. 12.∼6. 4. (매주 목요일 오후 5시∼6시 30분)

  장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

   1. 통일법의 개념 (3. 12)

   2.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3. 19)

   3. 남북한 헌법의 비교 (3. 26)

   4. 남북교류에 대한 법률적용 (4. 23)

   5. 북한인권법 (4. 30)

   6. 북한의 형사법제 (5. 7)

   7. 북한의 개혁개방법제 (5. 14)

   8.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선거법제 (5. 21)

   9. 남북관계와 국제법 (5. 28)

  10. 통일헌법의 제정방향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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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법센터

가. 학술활동

(1) 건설법연구회 월례학술발표회

<제76회> 2015. 1. 23. (금) / 법무법인 율촌

도시계획의 개념과 체계에 대한 분석 최종권 박사

<제77회> 2015. 2. 27. (금) / 법무법인 율촌

건축물 부대시설(부속용도)의 설치 허용성 강의성 박사

<제78회> 2015. 3. 27. (금) / 법무법인 율촌

통회결의사항과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 채필호 변호사

<제79회> 2015. 4. 24. (금) / 법무법인 율촌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 부과결의를 하지 않을 때 

조합 채권자의 채권회수방안

정  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제80회> 2015. 5. 29. (금) / 법무법인 율촌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인들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위법성 등 

박하영 변호사

<제81회> 2015. 6. 26. (금) / 법무법인 율촌

도시계획시설(휴양지)사업의 공공성 판단 기준에 대하여 김명종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제82회> 2015. 7. 24. (금) / 법무법인 율촌

미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비교연구 최종권 박사

<제83회> 2015. 8. 28. (금) / 서초동 변호사회관

현금청산 대상자 정비사업비 부과 임범상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제84회> 2015. 9. 22. (화) / 서초동 변호사회관

한전부지, 종합운동장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등에 관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분쟁

정  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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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용복지법센터

가. 학술활동

(1) 추계 학술대회

사회안 망 강화를 한 사회보장법의 과제

2015. 10. 16. (금)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소강당(최종길홀)

 주    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사    회   강성태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자유주제 일본의 의료보장법 구조와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수급권

발  제: 박혜원 박사 (교토대) 
토  론: 부종식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제1주제 한국의 노동시장구조와 사회안전망 정책과제

발  제: 황덕순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토  론: 이호근 교수 (전북대 법전원)

 제2주제 산재보험법의 적용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발  제: 박지순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김희성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제85회> 2015. 10. 23. (금) /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도시개발사업 중 체비지를 둘러싼 분쟁 이수안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제86회> 2015. 11. 27. (금) / 법무법인 율촌

북한의 건설법제 강신은 박사

<제87회> 2015. 12. 18. (금) / 법무법인 율촌

도시개발법의 사업시행방식 박건우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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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복지법센터 통일연구 워크샵

나. 기타활동

(1) 학술연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시행하는 ‘통일연구 기반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통일 

대비 노동⋅사회보장분야 법제도 인프라 구축방안’과 ‘통일 대비 접경지역 북한노동력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함(연구 수행기간: 2015. 7. 1∼2016. 1. 30)

(2) 국제협력

국제 노동법 학술기관 네트워크(LLRN: Labour Law Research Network, www.labour 

lawresearch.net) 2015 암스테르담 컨퍼런스(2015. 6. 25∼27) 참가(이다혜 연구위원, 

문준혁 연구원)

체제 환국의 노동, 사회보장 제도변화와 통일 비 경지역 북한노동력 실태조사  활용방안

2015. 11. 17. (화)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제3호 세미나실

주   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사   회   이철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부]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노동력 활용방안 

 제1발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과 북한의 노예 노동자

발  제: 이영형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제2발표 한국기업의 연해주 농업투자현황 및 북한노동력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

발  제: 김규호 (서울대학교 북한⋅해외농업연구소)

 제3발표 러시아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적 규율

발  제: 김봉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수료)

 토   론 이다혜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법학박사)

[제2부] 체제전환국의 노동, 사회보장 변화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제4발표 체제전환국의 복지제도 변화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발  제: 정흥모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제5발표 중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적 규율과 연변지역 북한노동력 실태 보고

발  제: 현려화 (중국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제6발표 체제전환국의 노동, 사회보장 변화와 북한에 대한 법적 시사점

발  제: 신가영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수료)

 토   론 문준혁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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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과경제연구센터

가. 학술활동

(1) 법과경제포럼

<제3회> 2015. 4. 15. (수) 12:30∼13:30 / 서암관 506호 

한국 법원의 대기업 배임/횡령 사건 판결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이창민 교수

(한양대학교)

<제4회> 2015. 6. 8. (월) 12:30∼13:30 / 서암관 506호

인구고령화와 고령노동: 현황와 과제 이철희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2) 법경제학 세미나

2015. 7. 4∼7. 5 / 부산 더베이 101

주  제: 법경제학 방법론

발표 및 참가자: 고학수 교수 외 18명

(3) 집담회

모바일결제포럼

2015. 7. 11. (금) / 일본 홋카이도

09:40∼10:00 [Session 1] 핀테크 정책동향 정유신 센터장

(핀테크지원센터)

10:00∼12:00 [Session 2]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권남훈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임범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고학수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4:00∼15:30 [Session 3] 핀테크 관련 법/규제 이슈 I
 

이준희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최경진 교수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휘보   315

나. 간행물

고학수 편저, �핀테크 시대�, 박영사(2015. 12)

13. 법이론연구센터

가. 개소식 및 현판식

￭ 일 시: 2015. 9. 22. (화) 11:30∼12:00

￭ 장 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서암홀 (617호)

시  간 내  용

11:30 개회사 김도균 교수 (법이론연구센터장)

11:30∼11:40 축  사
이원우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신희택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11:40∼11:50 축  사
우창록 변호사 (율촌 대표변호사)

윤세리 변호사 (율촌 대표변호사, 공익인권위원장)

11:50∼12:00 현판식 법이론연구센터 (17동 312호)

12:00 오  찬 소담마루

나. 학술활동

(1) 연구 소모임 1 <법철학교실>

① 법철학교실 10월 세미나

￭ 일  정: 2015. 10. 31. (토) 오후 4시

￭ 장  소: 서암법학관 506호 세미나실

￭ 좌  장: 김도균 교수

￭ 주  제: “드워킨의 실천철학과 법치주의”

￭ 발표자: 안준홍 교수 (가천대학교) 

16:00∼17:30 [Session 4] 핀테크 관련 법/규제 이슈 II
 

노혁준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상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임범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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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철학교실 11월 세미나

￭ 일  정: 2015. 11. 28. (토) 오후 4시

￭ 장  소: 서암법학관 506호 세미나실

￭ 좌  장: 김도균 교수

￭ 주  제: “개화기 서양법이론 수용에 관한 소고”

￭ 발표자: 손경찬 박사 (홍익대학교 강사)

③ 법철학교실 12월 세미나

￭ 일  정: 2015. 12. 19. (토) 오후 3시

￭ 장  소: 서암법학관 506호 세미나실

￭ 좌  장: 김도균 교수

￭ 주  제: “Taking Socio-Legal Conventions Seriously”

￭ 발표자: 이현경 (박사과정, 법이론연구센터 연구원)

(2) 연구 소모임 2 <로마법 강독회>

￭ 일  정: 매주 월요일 18:30∼21:00

￭ 장  소: 서암법학관 512호 세미나실

￭ 내  용: 로마법상 이득반환청구소권(condictio) 사료 강독

(D.12.1; D.12.4-7; D.13.1-3)

￭ 좌  장: 최병조 교수

￭ 참석자: 최병조 (서울대학교 교수), 서을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성중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호규 (박사과정), 

이상훈 (박사과정), 이선주 (고전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3) 연구 소모임 3 <한국법제사 강독회>

￭ 일  정: 매주 수요일 16:00∼21:00

￭ 장  소: 법과대학 17동 418호

￭ 내  용:《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율학해이(律學解頤)》강독

￭ 좌  장: 정긍식 교수

￭ 참석자: 정긍식 (서울대학교 교수), 조지만 (아주대학교 교수), 

김대홍 박사, 김영석 박사, 김백경 (박사과정), 김  휘 (박사과정), 

김준현 (석사과정), 이승현 (석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