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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Activity 

 2014.11.21 NPE 학술세미나 개최 

ICR센터는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NPE에 대한 한국·중

국·미국의 관점 비교분석”을 주제로 IPR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4.11.08 MRLC-상해 교통대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난해 9월 중국 인민대와 ICR센터가 공동으로 설립한 MRLC와 상해 

교통대 간 공동 Conference가 지난 11월 08일, 상해에서 ‘Legal and 

Economic Analysis of Prominent Antitrust Cases: Perspectives From 

China and Korea’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2014.11.03 제4회 신진학자발표회 및 제2회 논문경연대회 시상식 

11월 3일 고려대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제4회 신진학자발표회 및 

제2회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2014.10.24-25 정보보호법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ICR센터는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정보사회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

호’를 주제로 국내 세미나를, 10월 25일에는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

타스홀에서 ‘한-중-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비교’를 주제로 국제 세

미나를 개최하였다. 

 2014.09.13 공동학술세미나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ICR센터는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공동으로 ‘행정조직법적 관점에서 본 

합의제 규제기관’ 을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4.09.03 공동학술세미나 - 서울대 경쟁법센터, SSK 경쟁촉진과 시

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범 사회과학연구사업단 

ICR센터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시리

즈의 세 번째 주제로 ‘Legal Identity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Case Handling Procedures’를 주제로 서울대 경쟁법센터, SSK경쟁촉진

과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범 사회과학연구사업단과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4.06.19 학술세미나-ICR센터 기획세미나 시리즈  

ICR센터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시리

즈 두 번째 주제로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014.05.24  MRLC 창립 국제학술대회  

지난해 9월 중국 인민대와 ICR센터가 공동으로 설립한 MRLC의 창립 

및 국제 Conference가 중국 북경에서 ‘Recent Trends of IT Industry 

Restructuring Worldwide & Regulatory Reactions of Korea and China ’ 

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2014.05.16 공동 학술대회 - 한국부패학회,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부패와 공익’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2014.04.19 공동세미나 - 한국공법학회 

‘공법학 원로와의 대화-김남진 교수’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

다. 

 2014.12.05  제 26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자치입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보장행정법의 초석과 관련판

례’를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14.10.24  제 25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정부공사계약에 관한 공법적 고찰’ 및 ‘현행 조세불복절차 체계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14.09.12  제 24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행정대집행의 법적문제’ 및 ‘행정계약의 법적문제’를 주제로 정기발표회

를 개최하였다. 

 2014.06.13  제 23회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우리나라 이민법제의 현황과 과제’ 및 ‘공공보행통로의 임의적 폐쇄에 

대한 공법적 고찰’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014.05.03  학술교류 방문 - 중국 인민대 교수진  

MRLC운영위원인 중국 인민대 Liu Chuntian 교수를 비롯한 Guo He, 

Luo Li, Li Chen, Zhang Yongfan 교수가 학술 교류 및 MRLC사업 논의

차 ICR센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2014.08.26 전문가 초청 강연 - 법무법인 태평양 초청 세미나 참석 

지난 8월 26일 ICR센터가 후원하는 고려대학교 법전원 방송통신법학회

원들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개최된 "방송통신 분야 고법 선배 초청 세

미나"에 참석하였다. 

 2014.05.28 전문가 초청 강연 -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ICT와 법실무’를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하였다. 

 2014.03.17 전문가 초청 강연 - 이황 교수 (고려대학교 법전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기업결합, 부당공동행위’를 주제로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2014.11.13 ALB Essentials of Drafting Contracts Masterclass 후원 

 2014.07.23 ALB International ADR Conference 후원 

 

Publications 

 2014. 4. ‘규제와 법정책’ 제 2호 발간 

ICR센터에서는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를 통해 발표된 연구성과 및 제1회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수상작 등을 담아 전문학술

지 ‘규제와 법정책’ 제2호를 발간하였다. 

 

 2014. 5.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KSP):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운용 경험’ 발간 

ICR센터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경험을 협력대상

국과 공유하고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KSP사업 중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공

정거래정책 운용 경험”을 한국어 및 영어로 집필하고 발간하였다. 

 

 2014.12.‘China’s Venture Capital Market-Current legal problems and prospective 

reforms’ 발간 

ICR센터가 후원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Zhang Lin 교수의 ‘China’s 

Venture Capital Market-Current legal problems and prospective reforms’ 가 발간되

었다. 

 

ICR Members 

 ICR센터 자문위원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ICR센터 소장 김연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임명] 

 

ICR in Mass Media 

 ICR센터ㆍ한국공법학회 공동세미나 - 공법학 원로와의 대화(김남진 교수) 학술세미나 관련기사 

법률신문 / 교수신문 / 법률저널 / 부산파이낸셜 / 연합뉴스 / 파이낸셜 

 ICR센터-MRLC "Recent Trends of IT Industry Restructuring Worldwide & Regulatory Reactions of 

Korea and China"관련 기사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 대학신문 / 아주경제 / 전자뉴스 / 아시아투데이 / 베리타스알파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의 타당성 여부" 세미나 관련기사 

매일경제 / 베리타스알파 / 연합뉴스 / 법률저널 / 아시아투데이 / 아주경제 

 제2회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개최 관련기사  

매일경제 / 머니투데이 / 아주경제 / 뉴시스 / 아시아투데이 / 베리타스알파 

 MRLC-상해 교통대 국제학술대회 개최 관련기사  

미디어펜 / 아시아뉴스통신 / 아시아투데이 / 베리타스알파 

 NPE 세미나 개최 관련기사 

미디어펜 / 아시아뉴스통신 / 베리타스알파 

 

 

 

고려대학교 혁신/ 경쟁/ 규제법 센터   

E-mail : icr@icr.re.kr 

Tel : 02-3290-2915 / Fax : 02-3290-2919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CJ법학관 403호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ICR센터에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리며,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ICR센터는 지난 한 해 활발하고 다양한 학술활동을 이어나가며 뜻 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공

정거래위원회 절차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일련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동의의결제도의 내용 및 

전망, 공정거래소송 삼심제 도입의 타당성, 국제 경쟁당국의 법적 성격 및 사건처리절차의 분석 등이 심도있

게 논의되고 발전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NPE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등 굵직한 사안에 관한 심도있는 국내외 행사를 이어나가며 우리나

라 법학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또,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합의제 규제기관을 탐구하고, 한

국공법학회와 원로와의 대화를 개최하는 등 통섭적인 학술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제2

회 논문경연대회, 제4회 신진학자 발표회 및 규제법연구회 정기발표회 등의 학술활동을 꾸준히 개최하며 법

학계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온 중국 인민대 경제법 연구소와 한-중 시장규제법센터(Korea-

China Market & Regulation Law Center, 이하 MRLC)의 창립 세미나를 중국 Beijing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여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MRLC는 이외에도 정보보호법 공동학술세미나와 MRLC-상해교통대 Antitrust 국제학

술대회 개최에 성공하여 중국 연구기관 및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중국의 법제를 이해하는 일에 

기여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법 및 지적재산권법의 최신동향을 담은 MRLC IP & 

Antitrust Annual Report를 발간하여 동아시아 법제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ICR센터는 2015년에 창립 6년째를 맞아, 여러 국내외 학술행사, 연구활동 및 출판사업을 통하여 다각적이

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핵심적인 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한편, MRLC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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