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 (웨비나)
2020, 새로운 10년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
초대 말씀
제12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마다 주최하는 학술행사로서 실무계와 학계에서 활동하는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는 학술행사입니다.
올해 한국법률가대회의 대주제는 “2020, 새로운 10년–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입니다. 인공지능과 팬데믹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변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이 대주제 아래 첫째 날에는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고, 인공지능 시대 법률가의 역할과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의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가진 후 둘째 날에는 4개의 세션에서 총 9개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회원님들을 직접 뵙고 말씀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방역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웹세미나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웨비나 덕분에 오히려 더 많은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가들이 만나 서로 간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법치주의의 정착과 법률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10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과 대화의 광장에 부디 많이 참석하셔서 활발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한국법학원장 권 오 곤

┃일시┃ 2020년 10월 22일(목)~23일(금)
주
관
공동주최
후

원

한국법학원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률신문사
●사전 등록 QR코드

•사전 등록을 위한 링크: https://register.congkong.net/law

사전등록 후 웨비나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사전등록 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변호사 연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등록이 필요하며 기조발제, 심포지엄,
세미나에 접속하여 참석하시는 변호사님은 연수시간이 인정됩니다.
전 화 | 02-752-7481 / 02-753-6002
팩 스 | 02-773-0823
이메일 | ksl@lawsociety.or.kr / klcklk@daum.net
담 당 | 한국법학원 사무국 이흥재 / 이승희 / 이진아

대주제 : 「2020, 새로운 10년 -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률가의 사명」

▶

프로그램 (10월 22일 목요일)
•개회사 : 한국법학원장

10:00~
11:40

•축 사 :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회 : 섭외이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
•기조발제 : 「팬데믹·기후변화 복합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지속가능발전과 법률가의 시대적 사명」
•발 제 자 : 김명자 (사)서울국제포럼 회장, 전 환경부장관

심포지엄 1
•주 제 : “인공지능시대 법률서비스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
•사회자 : 고학수 (서울대 법전원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패널리스트 : 1.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
13:00~
2. 박상철 (서울대 법전원 교수)
14:40
3. 이유진 ((주)카카오 공동체데이터센터 소속 변호사)
4. 이 진 (변호사/ ㈜리걸텍 대표)
5. 한애라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진행방식: 사회자의 세션 소개 후 패널리스트 상호간 토론 및 플로어 웨비나 토론

14:40~
15:00

휴식

심포지엄 2
•주 제 :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의 법률적 쟁점”
•사회자 : 노동일 (경희대 법전원 교수)
•패널리스트 : 1.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
“바이러스 팬데믹에 직면한 스마트 국가의 역할과 인권보장”

15:00~
16:40

2. 이춘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
“바이러스 팬데믹시대의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
3.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의 개인정보법의 과제”
4. 박지용 (연세대 법전원 교수)
“바이러스 팬데믹과 국제적 연대 - WHO와 IHR을 중심으로”
•진행방식 : 각 패널리스트 5~10분 발제 후 상호간 토론 및 플로어 웨비나 토론

프로그램 (10월 23일 금요일)
세션별 세미나
제1주제
9:00~10:00

사회자

“인공지능의 사법적 쟁점”

발표자

이상용 교수
(건국대 법전원,
前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최경진 교수
(가천대 법대)

제1세션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

10:00~10:10

토론자
정진명 교수
(단국대 법대)
성봉근 교수
(서경대 사회과학대)

휴식

제2주제
10:10~10:40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는
특허법상 도전과 혁신”

제3주제
10:40~11:10

“인공지능창작물에 대한 규범적
대응 - 저작권을 중심으로 -”

제1주제
11:20~12:20

“디지털 컨택트 시대의
범죄와 형사법적 대응 전략”

이규홍 부장판사
(한국특허법학회장)

김광남 판사
(특허법원)

장완규 교수
(용인송담대 법무경찰과)

계승균 교수
(부산대 법전원)

손승우 교수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김봉수 교수 (전남대 법전원)

김성룡 교수
(경북대 법전원)

윤지영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기영 교수 (전북대 법전원)
류부곤 교수 (경찰대 법학과)

제2세션
“디지털 시대
형사법의
대응”

12:20~12:30

휴식
이경렬 교수
(성균관대 법전원)

제2주제
12:30~13:30

“형사절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원상 교수
(조선대 법학과)

이주원 교수
(고려대 법전원)
탁희성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3세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 조건”

제4세션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가의
역할”

제1주제
14:30~15:30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가능성과 한계:
기후변화와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이상경 교수
(서울시립대 법전원)

이재희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정광현 교수
(한양대 법전원)

휴식

15:30~15:40
제2주제
15:40~16:40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적 조건”

김선택 교수
(고려대 법전원)

윤정인 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제1주제
16:50~17:50

“갈등사회의 화합을 위한
법률적 쟁점”

한충수 교수
(한양대 법전원)

박영호 판사
(평택지원)

17:50~18:00
제2주제
18:00~19:00

박덕영 교수
(연세대 법전원)

김주영 교수 (명지대 법대)
강일신 교수 (경북대 법전원)
최환용 부원장
(한국법제연구원)
이성규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휴식
“한국 사회의 합리적 분쟁해결을
위한 소송과 조정제도의 절차 및
실무적 개선방안”

김용섭 교수
(전북대 법전원/
한국조정학회장)

오재창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이충상 교수 (경북대 법전원)
함영주 교수 (중앙대 법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