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ITATION
오시는 길

국제법평론회 창립 제2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국제법평론』 다시 읽기 [『국제법평론』 제1호(1993) ~ 제49호(2018)]

법학전문대학원

지하

철

2호

선

한양

대역

주소 및 연락처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T 02-2220-0972~3 F 02-2220-2784

교통편 안내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2번 출구
간선버스 302번, 410번
지선버스 2012(청량리)번, 2013번, 2014번, 2222번

□ 일시 2018년 4월 28일(토) 12:30~18:00
□ 장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3법학관) 403호
□ 주최 국제법평론회·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법평론회 창립 제2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초대의 말씀

프로그램

존경하는 국제법평론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 기관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 올해는 국제법평론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국제법평론회는 20년을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국제법의

ㆍ 일 시 2018년 4월 28일(토) 12:30 ~ 18:00
ㆍ 장 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403호
ㆍ 대주제 『국제법평론』 다시 읽기 [『국제법평론』 제1호(1993) ~ 제49호(2018)]
전체사회 이기범 연구이사 (아산정책연구원)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신진학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마음껏 꿈꿀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는 젊은 동학들의 발전을 흐뭇하게

12:30 ~ 13:00

등 록

바라보실 수 있는 국제법의 전당으로서 국제법평론회는 회원 여러분과

13:00 ~ 13:40

개 회 사 - 김성원 교수 (국제법평론회 회장)
축
사 - 이형규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축
사 - 배종인 국장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장)
기조연설 - 김대순 교수 (국제법평론회 초대회장)
기념패 증정 및 기념촬영

13:45 ~ 14:30

제1부 “국제법 일반이론”
사회 김부찬 교수 (제주대학교)
발표 정진석 교수 (국민대학교)
토론 김석현 교수 (단국대학교)

14:35 ~ 15:20

제2부 “국제형사법”
사회 박기갑 교수 (고려대학교)
발표 김상걸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토론 최태현 교수 (한양대학교)

15:20 ~ 15:35

휴 식

15:35 ~ 16:20

제3부 “국제해양법”
사회 장 신 교수 (전남대학교)
발표 이기범 박사 (아산정책연구원)
토론 박찬호 교수 (부산대학교)

16:25 ~ 17:10

제4부 “국제경제법 및 국제환경법”
사회 이재곤 교수 (충남대학교)
발표 유희진 교수 (안양대학교)
토론 이재형 교수 (고려대학교)

17:15 ~ 18:00

특별세션 “국제법평론회 20년을 회고하며”
사회 이근관 교수 (서울대학교)
발표 전임회장단

18:00

폐회사 - 김성원 교수 (국제법평론회 회장)

호흡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의 첫 행사인 춘계학술대회에서 “『국제법평론』 다시 읽기”
라는 대주제로 국제법평론회가 걸어온 길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국제법평론』이 지난 20년 동안 쌓아올린 눈부신 학술
성과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국제법평론』에 게재되었던 수많은 옥고를
다시 한 번 음미하며 국제법평론회가 대한민국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한
역사와 국제법에 대한 선배 회원님들의 열정을 깊이 공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참석해주시어 국제법평론회 창립 제20주년 기념 춘계
학술대회의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의 말씀과 더불어 이번 국제법평론회 창립 제20주년 기념 춘계학술
대회의 공동 주최와 지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한양대학교 법학연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제법학계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리라 기대되는 이번 국제법
평론회 창립 제2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과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열띤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법평론회 회장 김성원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