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제 60회 해외저명인사특강 및 ICR센터 해외 석학 초청 강연 

Ginsburg 교수(미국 Columbia Law School) 

「The Image of Copyright: 

U.S. Copyright Through Pictures」 
 

• 일  시:  2015년 8월 3일(월) 14:30~16:00 

• 장  소: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B101호 

• 강연자:  Jane C. Ginsburg(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교수) 

• 주  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CR센터 

• 후  원:  대법원, 주한 미국대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ICR센터는 미국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Jane Ginsburg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 저작권법에 관한 강연을 개최합니다. 

 

Ginsburg 교수님은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어머니이신 미국 연방대법원 Ruth Bader Ginsburg 대법관과 함께 

최고의 전문가 모녀로도 유명합니다. 이번에 한국 대법원과 주한미국대사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두 기관과 Columbia Law School 의 협조로 강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근래 인터넷과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 등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진 및 

그림의 저작권 침해와 공정이용 등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에 초점을 둘 

계획입니다. Ginsburg 교수님이 저작권법 분야의 국내 교수, 전문가, 기업 담당자, 

학생 등과 격의없는 대화를 갖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연 후에는 간단한 다과회를 

통해 Ginsburg교수님, 미국대사관 측과 네트워킹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의 식견을 듣고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번 강연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규완 

ICR 센터 소장 김연태   



      

                

   

 

   

 

• 프로그램 

14:00~14:30 등록 

14:30~14:35 

인사말씀 및 소개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CR센터 부소장) 

14:35~14:40 

주한미국대사관 인사말씀 

Mark Canning  

(Cultural Affairs Officer, U.S. Embassy Seoul) 

14:40-15:10 

강연 

 “The Image of Copyright:  

U.S. Copyright Through Pictures” 

Jane C. Ginsburg 

(Morton L. Janklow Professor of Literary and Artistic Property Law,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15:10~15:25 

지정토론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CR센터 운영위원) 

15:25~15:50 질의응답 

15:50-16:00 기념촬영 및 다과 

 

 사전에 등록하시는 분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전등록이 가능합니다. 

https://www.eventbrite.com/e/ginsburg-the-image-of-copyright-us-copyright-through-
pictures-tickets-17913647201 
 

 
 

https://www.eventbrite.com/e/ginsburg-the-image-of-copyright-us-copyright-through-pictures-tickets-17913647201
https://www.eventbrite.com/e/ginsburg-the-image-of-copyright-us-copyright-through-pictures-tickets-17913647201


      

                

   

 

   

 

• 세미나 장소: 고려대 해송법학도서관 B101호 

 

 
 

-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 B101호 

(지하철 6호선 고려대역 1번출구) 

- 주    차: 고려대학교 중앙광장 지하주차장 이용 (주차 후 2번 출구방향) 

- 문의사항: ICR센터 사무국 02-3290-2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