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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혁신·경쟁·규제법 센터(Innovation, Competition & Regulation Law Center,
이하 “ICR 센터”)는 경쟁법, 규제법, 방송통신법 및 지적재산권법과 관련된 법학분야를 시장중심의
시각에서 이론적, 실무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창립 되었습니다.
ICR 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다방면의 학제간 통섭적 연구에 기초하여 활발하고 다양한 학술행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2012 년 하반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경쟁법 집행의 실무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경쟁법 사건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미국과 EU 의 관점 비교분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세 차례에 걸친
기획세미나를 주최하여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나누는 자리를 통해 현재진행형인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을 짚어보았습니다. 특히, 삼성/애플 특허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한
학술세미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 년 1 월에는 ‘2013 년
21 세기 중요 판결 재조명 기획세미나 시리즈’의 첫 번째 세미나로서 ‘포스코 판결 5 주년: 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을 주관하였습니다. 경쟁법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포스코 판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의미와 향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ICR 센터는 어느덧 창립 3 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봄부터는 새로 지은 CJ 법학관에 사무실을
열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ICR 센터를 대표하는 로고를 재정비하여 법학의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루며 학제간 통섭적 연구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ICR 센터의 새 로고는
Innovation∙Competition∙ Regulation 을 의미하는 세 가지 색의 열려있는 삼각형입니다. 새 로고는 균형
있는 법적 규율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ICR 센터의 사명감과 개방성, 다양성 및 역동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ICR 센터는 국내외 학술행사를 통하여 다각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핵심적인 법적 쟁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한편, 출판 및 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국제적인 저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ICR 센터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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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R 센터 현판식 및 ㈜ 다음커뮤니케이션 기부식

2013.5.2

ICR 센터가 CJ 법학관 이전과 로고 변경을 기념하여 현판식 및 기부식을 가졌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실에서
진행된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 기부식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박종순 법무팀장을 비롯하여 박노형
법학전문대학원장, ICR 센터 유진희 소장, ICR 센터 경쟁법팀 간사 이황 교수, ICR 센터 김선형 겸임교수가
참석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현판식에는 ICR 센터 후원기관인 Qualcomm, 다음,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및 법무법인 율촌의 귀빈들이 참석하였다. 유진희 소장의 감사인사를 시작으로 후원기관

귀빈들과 함께 현판 제막식이 진행되었고, 축하와 격려말씀이 있었다. 후원기관들은 ICR 센터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ICR 센터 현판식

㈜다음커뮤니케이션 기부식

◆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책 출간

2013. 4

2012년 총 3회에 걸쳐 개최된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

세미나 시리즈의 발표자료와 토론자료를 모아 한 권으로 엮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 상표법 개정방향 세미나

2012.4.5

특허청과 ICR 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한 상표 사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법 개정방향’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 날 세미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표 관련 분쟁들과 관련한 상표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고려대
안효질 교수, 특허청 손호진 사무관 및 한양대 김병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이어 종합토론에 법무법인 다래
이명규 변호사, 충북대 신혜은 교수 및 법무법인 태평양 김지현 변호사가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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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법과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최근 쟁점 세미나

2012.4.20

한국경제법학회와 ICR 센터가 공동주최한 ‘경제법과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최근 쟁점’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1 부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와
끼워팔기 문제’에 대해 서울 디지털대 김대규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 성승제
연구위원이 발표하였고, 단국대 양만식 교수, 외국어대 김은경 교수, 부경대
김두진 교수 및 영산대 정성숙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2 부에서는 ‘출자규제의
문제와 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주제’로 명지대 홍명수 교수와 충북대 이동원
경제법과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최근 쟁점 세미나

교수가 발표를 하였고, 이어 자유기업원 최승노 대외협력실장, 국회 입법조사처

이건묵 입법조사관, 한국경제연구소 황인학 연구위원 및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제 11 회 규제법실무연구회 정기발표회 및 1 주년 기념 워크샵
2012.4.21 ~ 22
ICR 센터 규제법실무연구회가 창립 1 주년을 맞이하여 상록리조트에서 제 11 회
정기발표회 및 1 주년 기념 워크샵을 가졌다. 정기 발표회에서는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의 법문제’, ‘하천편입 토지 보상과 행정법상 유추’ 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기발표회에 이어진 워크샵에서는

연구회 창립 1 주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구성원간의 의견을
규제법 실무연구회 1 주년 워크샵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2012.6.14

한국소비자법학회와 ICR 센터가 공동주최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고려대 이황 교수와 중앙대 장재옥 교수의 사회로 제 1 부에서는 ‘전자거래 분쟁신청 동향분석 및 향후
입법과제’ 와 ‘전소법상 사업자 면책규정 고찰’에 관해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박영회 사무국장과 협성대 노종천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이경아 연구위원,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공정거래위원회 김대영 사무관 및 식품안전정보원 문은숙 박사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제 2 부에서는 ‘콘텐츠

주요분쟁 사례와 법적 쟁점’과 ‘디지털콘텐츠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해 단국대
남기연 교수와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단국대 남기연 교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실장, 아주대 윤태영 교수 및 NHN 박지선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 제 12 회 규제법실무연구회 정기 발표회

2012.6.22

ICR 센터 규제법실무연구회가 제 12 회 정기발표회를 가졌다. 정기발표회에서는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하는
건축불허가처분’, ‘사인의 재산권 수용’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www.icr.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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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회 규제법실무연구회 정기 발표회

2012.8.24

ICR 센터 규제법실무연구회가 제 13 회 정기 발표회를 가졌다. 정기발표회에서는 ‘시행규칙상 기준의 법적 성격과
적용 한계’, ‘환경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 경쟁법 사건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미국과 EU 의 관점 비교분석
2012.9.6
ICR센터와 고려대 Social Science Korea 「법과경제」 연구팀이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ICR센터 김병배 자문위원의 사회로 Willard K. Tom
변호사와 Kai-Uwe Kühn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종합토론이 있었다.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 실무 전문가를 통해 서로 간의 차이와 유사점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경쟁법 사건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미국과 EU 의 관점 비교분석

◆ 전문가 초청강연 – Kai-Uwe Kühn 교수

2012.9.6

Directorate General for Competi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인 Kai-Uwe Kühn 교수가 ‘유럽에서의
경쟁법 집행’ 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 제 14 회 규제법실무연구회 정기발표회

2012.10.19

ICR 센터 규제법실무연구회가 제 14 회 정기 발표회를 가졌다. 정기발표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행정법적 쟁점’,
‘행정상 과징금의 문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 전문가 초청강연 – Clemens Arzt 교수

2012.10.23

독일 베를린 경제사법대학의 Clemens Arzt 교수가 ‘경찰의 수상기화면(Bildschirm)위에 놓여 있는 시위들’을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 2012 년 제 1 회 삼성/애플 특허분쟁 세미나 시리즈

2012.10.24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배경 및 경위
(Franklin Pierce Center for IP 및 SSK 법과 경제 연구팀 공동주최)
ICR센터 기획세미나 시리즈의 첫 세미나는 ‘삼성과 애플 특허분쟁의 배경 및

제 1 회 삼성/애플 세미나

경위’를 주제로 하였다. 카이스트 신경섭 교수의 사회로 한양대 김병일 교수,
Franklin Pierce Center for IP의 J. Jeffrey Hawley 교수, Boehmert &

Boehmert의 Heinz Goddar 변리사 및 Mizutani Law & Patent Office 의
Masafumi Iwahara 변호사가 발표를 하였고, 연세대 나종갑 교수, 법무법인
세종 김현아 변호사 및 법무법인 다래 민현아 변호사의 종합토론이 있었다.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배경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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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구/경북 경쟁법 세미나 개최

2012.10.26

경쟁법에 대한 인식제고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환경의 변화와 경쟁법의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충북대 이동원 교수와 한림대 정병덕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송정원
과장, 구미상공회의소 김종배 사무국장, 경북대 정형진 교수 및 영남대 이동형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있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2012 년 제 2 회 삼성/애플 특허분쟁 세미나 시리즈

2012.11.13

혁신-경쟁-특허 : 3 자의 관계

(Franklin Pierce Center for IP 및 SSK 법과 경제 연구팀 공동주최)
ICR센터 기회세미나 시리즈의 두 번째 세미나는 ‘혁신-경쟁-특허: 3자의관계’를 주제로 하였다. 이 세미나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이 현행 특허제도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하영욱 변리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고려대 이대희 교수, Franklin Pierce Center for IP의 Arthur Gajarsa
교수, Shearman & Sterling 의 Miguel Rato 변호사, 부산대 주진열 교수, 일본 변리사 협회 Shoichi Okuyama
회장 및 Qualcomm SVP & GM인 Eric Reifschneider의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Covington & Burling의 Alain
Strowel, 고려대 조영선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고인혜 사무관, 고려대 김기창 교수 및 SK하이닉스 민경현
특허팀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2012 년 제 3 회 삼성/애플 특허분쟁 세미나 시리즈

2012.11.29

한•중•일 관점에서의 법적 쟁점 분석
(Franklin Pierce Center for IP 및 SSK 법과 경제 연구팀 공동주최)
ICR센터 기회세미나 시리즈의 세 번째 세미나는 ‘한•중•일 관점에서의 법적 쟁점 분석’ 를 주제로 하였다. ICR센터
유진희 소장의 인사를 시작으로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Cao Xinming 교수, 일본 동경도시대학 장예영 교수,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 Hu Kaizhong 교수, 중국 서남정법대학 Li Yufeng 교수 및 일본 중앙대학 Keita Sato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유미 특허법인 김창현 변리사, 한양대 윤선희 교수 및 고려대 이대희 교수의 종합토론이
있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세계 최대의 IT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위상과 중국 IT기업들의 급성장 추세를 염두에 두고,
지식 재산권법과 삼성/애플 사건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제 2 회 삼성/애플 세미나:

제 3 회 삼성/애플 세미나:

혁싞-경쟁-특허: 3 자의 관계

한∙중∙일 관점에서의 법적 쟁점 분석

◆ 제 15 회 규제법실무연구회 정기 발표회

2012.12.7

ICR 센터 규제법실무연구회가 제 15 회 정기 발표회를 가졌다. 정기발표회에서는
‘예방적 금지소송의 운용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www.icr.re.kr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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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년 21 세기 중요 판결 재조명 기획 세미나
포스코 판결 5 주년: 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2013.1.7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중요 판결 재조명 기획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고려대 박노형 원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고려대 이용훈 석좌교수의 대법원 판결 재조명의 의의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성균관대 정호열 교수의
사회로 고려대 이황 교수와 중앙대 조성국 교수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서울고등법원 노경필 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김형배 시장감시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원광대 김지형 교수의 판결의 소회와 강평 후

참석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 시리즈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및
국제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미국과 EU 등 외국까지 중요한 판례를 점검하고 발전발향을 모색 하는
자리가 되었다.

포스코 판결 5 주년: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포스코 판결 5 주년:판결의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

◆ 미국 Department of Justice 경제분석 과장 Russell Pittman 박사 초청

2013.4.1~4.5

미국 법무부 경제분석 과장이자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학자인 Russell Pittman 박사님을 모시고 KDI,
공정거래위원회, 고려대, 숙명여대, 경쟁포럼 및 한국공정경쟁연합회에서 경제법에 관한 다양한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제 16 회 규제법연구회 정기 발표회

2013.4.12

ICR 센터 규제법연구회가 제 16 회 정기 발표회를 가졌다. 종전의 ‘규제법실무연구회’는 ‘규제법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정기발표회에서는 ‘행정상 위반사실의 공표’,’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Charles McManis 교수 초청 Antitrust∙IP Law 특강

2013. 5.21 & 5.23

미국 Washington 대학 Thomas & Karole Green Professor of Law로 재직하고 계신 Charles McManis
교수를 모시고 ‘Introduction to IP Law from an Antitrust Perspective’ 관한 단기 특강을 개최하게 된다. 5월
21일(화)에는 ‘Unfair Competition & IP Law’, 5월 24일(목)에는 ‘Emerging International IP Issues under
the TRIPS Agreement’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 제 3 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후원

2013. 5.22~5.23

ICR 센터는 파이낸셜뉴스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최하는 제 3 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후원하며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이 컨퍼런스는 정부기관, 학계 및 실무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식재산권과
산업보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신뢰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www.icr.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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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R 센터 유진희 소장은 2012 년 3 월 27 일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신규 임용되었다.
◆ ICR 센터 이기주 자문위원은 2012 년 9 월 25 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임명되었다.

◆ ICR 센터 상표법 개정방향 세미나 관련 기사
- 뉴스 1, 뉴시스
- 아시아경제

2012 년 4 월 4 일

2012 년 4 월 5 일

◆ ICR 센터 경제법과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최근 쟁점 세미나 관련 기사
-서울경제, 한국일보

-법률저널

2012 년 4 월 19 일

2012 년 4 월 20 일

◆ ICR 센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관련 기사
- 뉴시스, 한국일보
-법률저널

2012 년 6 월 13 일

2012 년 6 월 15 일

◆ ICR 센터 경쟁법 사건의 경제적 분석에 대한 미국과 EU 의 관점 비교분석 세미나 관련 기사
-한겨레

2012 년 9 월 5 일

-동아일보

2012 년 9 월 6 일

-천지일보

2012 년 9 월 7 일

◆ ICR 센터 삼성/애플 특허분쟁 세미나 시리즈 관련 기사
-뉴스타운, 파이낸셜뉴스, 한겨레, 뉴시스, 천지일보, 뉴스 1 2012 년 10 월 23 일
-한국경제

2012 년 10 월 24 일

-서울파이낸스

2012 년 10 월 25 일

-디지털타임스

2012 년 11 월 11 일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2012 년 11 월 12 일

◆ ICR 센터 21 세기 중요 판결 재조명 기획 세미나 관련 기사
-한겨레

2013 년 1 월 6 일

www.icr.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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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R 센터 후원회원 가입 안내
혁신·경쟁과 규제법센터 회원에는 개인회원과 법인 후원회원이 있습니다.



후원금 안내
회원 구분

회원 혜택

후원금액

개인 회원

홈페이지 이용, 뉴스레터 송부

-

법인 후원 회원

-

뉴스레터 송부

-

세미나∙워크숍 등 각종 행사(유∙무료)에 우선 초대

-

ICR 센터 발간의 모든 서적∙자료집 등 송부

-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 발표∙토론 등에 초대

-

요청하는 분야의 연구∙교육 등 프로그램의
자문∙협조 및 대행

-

300 만원/1 년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외국의 ICR 센터
연구분야 법 집행 동향 등 연구

-

기타 후원기관이 필요한 학술 및 실무적 연구에
관한 자문∙협의 및 수행

특별 후원금 (개인 혹은 법인)



-

제한 없음

개인 회원∙법인 후원회원가입 방법

혁신·경쟁·규제법센터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저희 홈페이지 www.icr.re.kr 에서 회원 가입신청 절차를
완료하시면 (법인 후원회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후원금을 납부하신 후)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법인 후원 회원 혜택

혁신·경쟁·규제법센터의 법인 후원회원이 되시면 센터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우선적으로 초대 되며, 더불어
각종 학술지, 서적 및 자료집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통상적인 연구활동 외에도 법인 후원회원이
필요한 자문 및 협의가 가능합니다.



ICR 센터 법인 후원 회비 납부방법

법인 후원 회비를 납부하시려는 후원 기관은 아래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를 다운로드 받아 약정서 내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법인 후원 회비를 입금 하신 후 약정서를 작성하시어 ICR 센터 E-mail(icr@icr.re.kr) 또는 팩스(02-3290-291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하신 법인 후원 회비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 후원금 안내

다액의 후원금을 출연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 발전기금으로서 세제혜택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특전의
구체적 내용은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납부방법은 위에 기재된 ICR 센터 법인 후원 회비 납부 방법과 동일합니다.



회원가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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