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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하여 13개 업무협약
기관과 공동으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 일시: 2015. 10. 19.(월) 14:00
▶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
▶ 공동개최 기관:
사법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
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
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도산법연구회, 서울대학
교 법학연구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이번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의 개원 1주년을 기념하고, 한국법학
의 최근 쟁점을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사법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
기 위해 개최됩니다.
▣ 이번 심포지엄은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을 대주제로 하
여, 8개의 업무협약 기관에서 세부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각계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지정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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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션
⦁제1주제

지방분권과 사법제도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한국공법학회)
⦁제2주제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

김광수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행정법학회)
⦁제3주제

첨단규제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규제법학회)
⦁제4주제

법조인은 용인가?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이재협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 법학연구소)
⦁지정토론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국헌법학회)
정호경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계인국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조규범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2세션
⦁제5주제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권영준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제6주제

민법의 과제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비교사법학회)
⦁제7주제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

함영주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8주제

남북통합과 북한주민 범죄의 준거법 결정

김재봉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지정토론
심활섭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도산법연구회)
김상중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대 법학연구원)
김정환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장수영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법학의 최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각계
전문가의 귀중한 식견과 지혜가 모아져서 미래사법정책의 비전과 사법부
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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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

간

내

용

◈ 개회식
14:00-14:10

⦁인사말 :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축사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 제1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 송기춘 한국공법학회 회장]
⦁제1주제 지방분권과 사법제도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한국공법학회)
⦁제2주제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

김광수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행정법학회)
14:15-16:05
[110분]

⦁제3주제

첨단규제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규제법학회)
⦁제4주제

법조인은 용인가?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이재협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 법학연구소)
⦁지정토론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국헌법학회)
정호경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행정판례연구회)
계인국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조규범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16:05-16:20

중간 휴식
◈ 제2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사회 -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제5주제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권영준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제6주제

민법의 과제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비교사법학회)
16:20-18:10
[110분]

⦁제7주제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

함영주 중앙대학교 교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8주제

남북통합과 북한주민 범죄의 준거법 결정

김재봉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지정토론
심활섭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도산법연구회)
김상중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대 법학연구원)
김정환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장수영 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18:10

◈ 폐회

- 3 -

-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