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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3/20 미국변호사 세미나 "미국법 및 미국법자문사들의 한국법 및 한국
법무 발전에서의 역할" - 참석자 40여명 

◦ 10/17 전미변호사협회(ABA) 연례총회 첫째날 행사 전체 진행
"인공지능의 법실무에서의 적용" - 참석자 80여명 

◦ 11/19 UC얼바인 로스쿨 2차 공동학술대회 현지에서 개최 - 본교 교
수 2인 (Asif Qureshi 및 김정호 교수) 발표 

◦11/28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의 공동세미나 "국경없는 인터넷에서 디
지털주권 지키기" 개최 - 참석자 60여명 

◦ 11/29 주한미국대사관과의 공동세미나 "남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법과 국제정치의 교차점" 개최- 참석자 40여명

◦ 상기 행사들의 발표자료는 국제기준에 따라 자료집 출간을 대신하여
미국법센터의 홈페이지인 amlaw.center에 사진 등 각종 자료와 함께 게
시됨. (동영상도 있는 경우 게시됨) 

◦ 영강개설지원교재 집필지원 프로젝트 3편 완료 - Internet Law,
Maritime Law, Civil Law

◦ 2018년 11월  미국 로스쿨 UC Davis와 학생교류협정 및 LLM학비우
대협정 (25% 할인) 체결 - 2017년 5월 UC Irvine과의 협정에 이어 미
국법센터의 2번째 협정체결

◦ 2018학년도 계절학기 미국법 2과목 개설
- Stephen Lee (UC Irvine Law School 교수, American Law 
Institute 회원) 미국법입문(3학점)에 5명 수강
- Thomas Woo (UC Davis Law School 교수,  American Law 
Institute 회원)미국계약법 (3학점)에 3명 수강 

◦2018학년도 본교 교수1인  UC얼바인 방문교수 체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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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미국법센터 운영 결과보고
2019. 7.

1. 공동학술대회
가. 목적 및 내용
◦ 중점교류학교의 교수들과의 학술교류를 위해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진행함
나. 행사주최
◦ 중점교류대학과 격년으로 순행함
◦ 본교가 미국 로스쿨 방문 시에는 미국의 중점교류대학 외 타 로스쿨에서 추가

로 진행할 수 있음
다. 시기
◦ 본교가 미국 로스쿨 방문 시에는 매년 8월 중(미국 로스쿨은 학기 중, 본교는

방학 중)에 진행함
◦ 미국 로스쿨이 본교 방문 시에는 매년 5월 중(본교는 학기 중, 미국 로스쿨은

방학 중)에 진행함
라. 운영 결과
(1)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 방문하는 측은 주로 교통비(항공비, 현지교통비 등)를 부담하고, 호스팅하는 측
은 주로 체재비(숙박비, 식비 등)를 부담함

◦ 2017학년도 공동학술대회는 미국 로스쿨(UC Irvine)이 본교를 방문한 경우로,
발생 비용 중 체재비만을 미국법센터지원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 2018학년도 공동학술대회는 본교가 미국 로스쿨(UC Irvine, UC Berkeley)을
방문하는 경우로, 발생 비용 중 주로 교통비만을 미국법센터지원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음

(2) 2018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 (운영내용) 본교가 중점교류학교 UC Irvine, UC Berkeley를 방문하여 공동학

술대회 진행 / 교류대상학교 UC Davis를 방문하여 협력방안 협의 및 교류협정
체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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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참석자
- 명순구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이대희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기획대외부원장)
- 박경신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장)
- 김정호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Asif H. Qureshi 교수(법학전문대학원)
∙ 주요일정
- (공동학술대회) UC Irvine 방문
 ü 일시(현지 기준): 2018. 11. 19.(월), 12:00-20:30
 ü 장소: UC Irvine LAW 3500, EDU 1000, LAW 4850
 ü 주최: UC Irvine Law School,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ü 주관: UC Irvine Law School (Korea Law Center)
 ü 프로그램: 아래 [그림 1] 참조

[그림 1] 2018년 UC Irvine-고려대학교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 3 -

- (공동학술대회) UC Berkeley 방문
 ü 일시(현지 기준): 2018. 11. 20.(화), 12:30-19:00
 ü 장소: UC Berkeley Warren Room(295)
 ü 주최: UC Berkeley Law School,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ü 주관: UC Berkeley Law School
 ü 프로그램: 아래 [그림 2] 참조

[그림 2] 2018년 UC Berkeley-고려대학교 공동학술대회 프로그램

* 특이사항

 -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형화재(일명 “Camp Fire”) 발생으로 위 UC Berkeley와의 공동

학술대회는 취소되고 대신 UC Berkeley 로스쿨 원장 및 Korea Law Center 소장과 

향후 양교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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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협정) UC Davis 방문
 ü 일시(현지 기준): 2018. 11. 21.(수), 10:30
 ü 장소: UC Davis Law School
 ü 내용: 향후 협력방안에 관한 협의 및 교류협정 체결 진행
 ü 교류협정 일부 내용: 아래 [그림 3] 참조

[그림 3] 고려대학교-UC Davis 교류협정서

◦ (예산집행)  13,057,652원(재원: 교비지원)
- 항공비(방문교수 5명): 6,119,113원(취급수수료 포함)
- 현지항공비: 1,012,010원(위탁수하물수수료 포함)
- 현지교통비: 629,049원
- 식비: 1,543,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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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내역

 - ‘[전자문서]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운영예산 지원 요청’의 붙임서

류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예산집행 결과보고’상 계정과목 ‘연구관

리비’의 세부항목 ‘공동학술대회’ 명목 사용내역 참조

(3) 2018학년도 운영목표 달성현황: 달성

2. 방문 교류
가. 목적 및 내용
◦ 미국법센터장이 “교류협정 관리, 학생 교류, 교수 교류, 공동연구 추진, 교류대

상 개발” 등을 위해 연 4회 중점교류학교 및 기타 교류대상학교를 방문함
나. 세부사항
◦ (교류협정관리) 매년 중점교류학교와 협정상 활동에 대한 정기 평가회의 및 다

음 일정 등에 관한 기획회의 개최
◦ (학생 교류) 본교 교환학생이 현지에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생활상담, 학업

상담 및 현지 인적자원 소개
◦ (교수 교류) 본교 교수가 현지에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생활상담, 연구활동

상담 및 현지 인적자원 소개
◦ (공동연구 추진) 중점교류학교 교수진을 개별 면담하여 본교 교수와의 공동연

구 가능성 타진
◦ (교류대상 개발) 미국 현지의 교류대상학교 발굴
다. 시기
◦ 봄·가을학기 중 각 2회(연 4회)
라. 운영 결과
(1)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 항공비 및 캘리포니아 이외 지역 체재비(숙박비, 식비 등)는 미국법센터지원사
업 예산으로 집행하고, 캘리포니아 지역 체재비는 센터장이 부담함

(2) 2018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 (운영내용) 미국 로스쿨 방문(4회)
∙ 방문대상: 중점교류학교 및 교류대상학교
∙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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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방문) UC Irvine 방문
 ü 기간: 2018년 6월 중
ü 목적: 2018학년도 UC Irvine-고려대학교 공동학술대회 진행 준비작업

- (2차 방문) UC Berkeley, UC Davis 방문
 ü 기간: 2018년 7월 중
 ü 목적: 2018학년도 UC Berkeley-고려대학교 공동학술대회 진행 및 UC Davi

s-고려대학교 교류협정 체결 준비작업
- (3차 방문) UC Irvine 방문 / 전미로스쿨협의회 연례회의 참석
 ü 기간: 2018년 12월-2019년 1월 중
 ü 목적: 2018. 11. 19.(월) 공동학술대회 시행 결과 UC Irvine과의 합의사항(2

019학년도 계절수업 담당교수 강의 초청, 복수학위 프로그램 진행 등)에 대
한 구체적인 협의 / AALS(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 2019 An
nual Meeting에 참석하여 본교 홍보를 위한 네트워킹

- (4차 방문) University of Washington(UW)방문
 ü 기간: 2019년 1월 중
 ü 목적: 2019학년도 UW-고려대학교 공동학술대회 진행 준비작업 및 2019학

년도 계절수업 담당교수 강의 초청, 복수학위 프로그램 진행 등에 대한 협의
◦ (예산집행) 9,307,207원(재원: 교비지원)
∙ (1차 방문) UC Irvine 방문
- 항공비(센터장): 1,530,700원
∙ (2차 방문) UC Berkeley, UC Davis 방문
- 항공비: 1,945,400원
∙ (3차 방문) UC Irvine 방문 / 전미로스쿨협의회 연례회의 참석
- 항공비: 1,396,100원
- 연례회의 참석 현지항공비: 471,422원
- 연례회의 참석 체재비(숙박비): 1,069,893원
- 연례회의 참석 등록비: 650,249원
∙ (4차 방문) University of Washington(UW)방문
- 항공비: 1,462,300원
- 현지교통비: 194,1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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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재비(숙박비): 289,525원
- 식비: 297,451원
* 집행내역

 - ‘[전자문서]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운영예산 지원 요청’의 붙임서

류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예산집행 결과보고’상 계정과목 ‘연구관

리비’의 세부항목 ‘방문교류’ 명목 사용내역 참조

(3) 2018학년도 운영목표 달성 여부: 달성

3. GLP교재 제작
가. 목적 및 내용
◦ 정규학기에 본교 교수가 강의하는 영강 즉 Global Legal Practice 과목 중에서

미국법 과목의 경우 (1) 본교생의 미국법 수요와 (2) 교환학생의 한국법 수요
를 동시에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미국법과 한국법을 동시에 가르치며 상호 비교하는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재 제작이 필수적임

나. 세부사항
◦ 법리와 주요판례 게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약 300쪽 분량의 영문 교재를 매

년 3개씩 제작함
◦ 교재는 한글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PDF파일 형태로 받아 이용하거나

출판사의 제안이 있을 경우 출판사 비용으로 제작함
다. 운영 결과
(1)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 2년에 1학기씩 영강 개설을 조건으로 1교재당 일정 금액(5,000,000원)을 지원함
(2) 2018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 (운영내용) 2018학년도 선정 다음 3교재 제작 진행
- 명순구(법학전문대학원), Introduction to Korean Civil Law: Law of Obligations
- 박경신(법학전문대학원), Copyright, Personality Right, Privacy, and Trademarks
- 김인현(법학전문대학원), East Asian Maritime Law: Korean Maritime Law

Cases during 2009-2018
- 위 3교재의 완고 일부 내용: 아래 [그림 4]-[그림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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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명순구, Introduction to Korean Civil
Law

[그림 5] 박경신, Copyright, Personality Right,
Privacy, and Trademarks

[그림 6] 김인현, East Asian Maritim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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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 12,000,000원(재원: 교비 지원)
- 연구관리비: 2018학년도 선정 3교재 제작비 4,000,000원*3명=12,000,000원
- 원래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은 1교재당 일정 금액(5,000,000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2017-8년 선정 3교재 제작을 완료하기 위해 잔금(1교재당 4,000,000
원 / 총 12,000,000원)을 배정받았으나, 제작 진척 정도를 고려하여 위 3교재
중 2교재를 대체 변경하여 진행하였음. 따라서 2018학년도 GLP교재 제작 명목
으로 배정된 예산범위(계정과목: 연구관리비 / 1교재당 4,000,000원 / 총 12,00
0,000원) 내에서 지원함

* 집행내역

 - ‘[전자문서]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운영예산 지원 요청’의 붙임서

류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예산집행 결과보고’상 계정과목 ‘연구관

리비’의 세부항목 ‘GLP교재 제작’ 명목 사용내역 참조

(3) 2018학년도 운영목표 달성현황: 달성

4. 홈페이지 제작
가. 목적 및 내용
◦ 미국법센터 홈페이지를 제작·개설하여 미국법센터 활동을 국내외에 홍보함
나. 세부사항
◦ 홈페이지 전체 내용은 다음 URL에서 확인 가능함
- https://www.amlaw.center

다. 운영 결과
(1)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 2017년 예산으로 제작업체에 국문페이지 제작 후 1차 오픈에 대한 대금(초기
제작비: 1,980,000원)을 지급함. 한편 2018년 예산에 영문페이지 제작 및 커
뮤니티 작업 등에 대한 대금(2,970,000원)과 페이지 변경 및 확장을 위한 대
금 (500,000원)을 추가 편성함

* 용역계약 내용

 - 디자인 기획 및 국문페이지 제작 후 1차 오픈 대금: 1,980,000원

 - 영문페이지 제작 및 커뮤니티 작업, 호스팅 및 1년 운용 대금: 2,970,000원

 - 용역계약의 대금지급 조건: 아래 [그림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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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용역계약서상 대금지급 조건

(2) 2018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 (운영내용) 홈페이지 제작 완료
- 홈페이지 2차 오픈 내용: 아래 [그림 8] 참조

[그림 8] 미국법센터 홈페이지 2차 오픈 화면

◦ (예산집행) 3,470,000원(재원: 법전원)
- 일반용역비: 영문페이지 제작 및 커뮤니티 작업, 호스팅 및 1년 운용대금 2,97

0,000원 / 페이지 변경 및 확장 대금 500,000원
* 집행내역

 - ‘[전자문서]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운영예산 지원 요청’의 붙임서

류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예산집행 결과보고’상 계정과목 ‘일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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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비’의 세부항목 ‘홈페이지 제작’ 명목 사용내역 참조

(3) 2018학년도 운영목표 달성현황: 달성

5. 미국변호사 교류 세미나
가. 목적 및 내용
◦ 미국법 실무지식의 寶庫인 미국변호사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미국법 역량을 강화함
나. 기대효과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FLA),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등과 세미나를 공

동주최함으로써 본교생과의 교류 방법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본교 법학전
문대학원이 국내 미국법 분야의 권위를 확보하고 미국 대학과의 활발한 학문교
류를 통한 본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다. 운영 결과
(1) 2018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 (운영내용) 미국변호사 교류 학술세미나 개최(3회)
∙ 운영방식: 예산 절감을 위해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주최
∙ 주요내용
- (1회 세미나) 미국법센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공동주최 세미나
ü 주제: “외국법자문사의 한국사회 및 한국법학에의 기여”
ü 일시: 2018. 3. 20.(화), 19:00
ü 장소: CJ법학관 B1층 베리타스홀
ü 참석인원: 약 40명
ü 행사개요: 아래 [그림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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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미국법센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공동주최 세미나 개요

- (2회 세미나) 미국법센터-사단법인 오픈넷-주한미국대사관 공동주최 세미나
 ü 주제: “국경 없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ü 일시: 2018. 11. 28.(수), 13:00
 ü 장소: CJ법학관 5층 최고위과정실
 ü 참석인원: 약 60명
 ü 행사개요: 아래 [그림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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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미국법센터-사단법인 오픈넷-주한미국대사관 공동주최 세미나 개요

- (3회 세미나) 미국법센터-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공동주최 세미나
 ü 주제: “남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제재: 법과 국제정치의 교차점”
 ü 일시: 2018. 11. 29.(목), 19:00
 ü 장소: CJ법학관 B1층 리베르타스홀
 ü 참석인원: 약 40명
 ü 행사개요: 아래 [그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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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미국법센터-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공동주최 세미나 개요

◦ (예산집행) 6,550,400원(재원: 법전원)
- 행사비: 식비, 현수막 제작비, 강연료, 행사보조원 인건비 등 6,550,400원
* 집행내역

 - ‘[전자문서]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운영예산 지원 요청’의 붙임서

류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예산집행 결과보고’상 계정과목 ‘행사비’

의 세부항목 ‘미국변호사 교류 세미나’ 명목 사용내역 참조

(2) 2018학년도 운영목표 달성현황: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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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담당교수 학점(시간) 강의일시
미국법입문(영강) Stephen Lee 3(3) 7/2(월)-7/30(수), 09시-11시
미국계약법(영강) Thomas Joo 3(3) 7/2(월)-7/30(수), 11시-13시
법문서작성(영강) Rosa Kim* 1(2) 7/23(월)-8/3(금), 14시-17시

6. 객원교수 호스팅
가. 목적 및 내용
◦ 미국 로스쿨의 풀타임 교원을 초청하여 계절(여름)학기에 본격적인 로스쿨 과

목 강의를 개설함
나. 기대효과
◦ 수강학생이 재학 중 교환 수학할 경우 학점 인정
◦ 수강학생이 졸업 후 현지 LLM에 진학할 경우 학점 인정
◦ 수강학생이 추후 미국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사전 교육
◦ 정규학기 중 본교 교수가 제공하는 GLP 과목들과 합쳐져서 미국법의 기본과목

들에 대한 교육을 본교가 완비하고, 영어강좌의 수를 늘여 외국학생들이 본교
로스쿨 과목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류협정의 무역적자를 해소함

다. 시기
◦ 계절(여름)학기 중
라. 운영 결과
(1) 2018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 (운영내용) 객원교수 3명 호스팅
- 기간: 2018학년도 계절(여름)학기 중
- 강의일정: 아래 [표 1] 참조

<표 1> 객원교수 여름계절수업 강의일정

◦ (예산집행) 1,816,494원(재원: 법전원)
- 현지교통비 및 식비: 상응하는 일비 1,006,494원
- 숙박시설 제공비: 810,000원
- 위 객원교수 중 Rosa Kim은 예산 절감을 위해 풀브라이트재단이 지원하는 프

로그램을 통해 초청한 사례로 항공비는 풀브라이트재단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을 통해 지원받고, 현지교통 및 식사는 비용 지급 방식, 숙박은 현물 제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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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지원함
* 집행내역

 - ‘[전자문서]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운영예산 지원 요청’의 붙임서

류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예산집행 결과보고’상 계정과목 ‘행사비’

의 세부항목 ‘객원교수 호스팅’ 명목 사용내역 참조

(2) 2018학년도 운영목표 달성현황: 달성

7. 인건비
가. 내용
◦ 센터 소속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 센터 소속 행정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나. 자격 및 업무기대효과
(1) 연구원

◦ (자격)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미국변호사
◦ (업무)
- 국제 및 국내 학술행사 기획, 연사섭외 및 진행(격년으로 국내에서 1회 후 미

국에서 1-3회)
- SSCI 논문게재를 위한 공동연구
- 해외교수 초청(계절학기 미국법강좌 및 학술행사)를 위한 기획 및 섭외업무
- 미국법센터 홈페이지 운영(공익활동 및 강의 플랫폼 운영)
- 미국법교재 개발, 기획 및 집필 등
- 기타 미국법센터 활동계획에 따른 업무
(2) 행정직원

◦ (자격) 법학을 전공한 자로서 학교행정 유경험자
◦ (업무)
- 위 연구원 활동에 대한 제반 행정지원

다. 운영 결과
(1) 2018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 (운영내용) 연구원(2018년 3월-2019년 1월) 인건비 지급 / 행정직원(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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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019년 2월) 인건비 지급
◦ (예산집행) 약 32,072,627원(재원: 법전원)
- 연구원 인건비: 약 20,346,857원(퇴직금+4대 보험 법인부담금 포함)
- 행정직원 인건비: 약 11,725,770원(4대 보험 법인부담금 포함)
* 집행내역

 - ‘[전자문서]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운영예산 지원 요청’의 붙임서

류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예산집행 결과보고’상 계정과목 ‘임시직

인건비’의 세부항목 ‘연구원, 행정직원’ 명목 사용내역 참조

8. 2018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분과 컨퍼런스
가. 목적 및 내용
◦ 국제무대에서 법률정책 개발, 법치주의 촉진, 국제법 전문가 양성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분과(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International Law)가 국내 대학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
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큼

◦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아사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 투자와 기술”이
라는 주제로 아시아 시장에서의 투자와 기술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

나. 행사주최
◦ 국외기관으로 미국변호사협회(ABA), 국내기관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고려대학교 혁신·경쟁·규제법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가 공동으로 주최함

◦ 계획위원회: 아래 [그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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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2018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분과 컨퍼런스 계획위원회 구성

다. 운영 결과
(1) 2018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 (운영내용) 2018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분과 컨퍼런스 진행
∙ 운영방식: 국내 외부기관(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렉시스넥시스 코리아 등) 후원을 통해 비용지출 없이 전체 일정(2018. 10. 1
7.(수)-19.(금)) 중 10. 17.(수) 프로그램 구성 및 행사 필요 제반사항 지원

∙ 주요내용
- 주제: “한국의 법률, 법무, 법률교육에 대한 미국법과 미국변호사의 기여”

“한국/아시아 법률서비스에서의 인공지능(AI)의 활용(법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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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8. 10. 17.(수), 12:30-18:00
- 장소: CJ법학관 B1층 베리타스홀, 리베르타스홀
- 참석인원: 약 80명
- 프로그램: 아래 [그림 13]-[그림 15] 참조

[그림 13] 2018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분과 컨퍼런스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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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18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분과 컨퍼런스 전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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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18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분과 컨퍼런스 10. 17.(수) 프로그램

* 특이사항

 - 당일 컨퍼런스 진행 중 15:00-18:00에 컨퍼런스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본교 법학전문

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본교를 졸업한 국내 변호사, 본교 자유전공학부 재학생들

을 만나 국제법률실무, 해외법률시장 진출 등 각자 관심사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멘

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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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 0원
- 국내 외부기관 후원을 통해 비용지출 없이 진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 없음
(2) 2018학년도 운영목표 달성현황: 달성

9. 학생교류 

가. 목적 및 내용
◦ 학생들을 미국로스쿨에 진출시키거나 미국로스쿨교수들을 초청하여 미국로스
쿨 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함. 

나. 활동내용
◦ 중점교류대학과 학생교류협정 및 LLM특별우대 협정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진출
이 학비절감, 입학사정 우선권의 측면에서 용이하게 만듦.  
◦ 미국로스쿨의 우수교수들을 초청하여 계절학기 과목을 개설하여 본교 학생들이 
외국에 가지않고도 미국 로스쿨 교과과정을 시수하도록 함. 

다.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 학생교류협정은 센터장 방문교류시에 협의 및 서명준비하여 공동학술대회 진행 
시에 양측 원장단이 서명하므로 별도 예산 편성하지 않음. 
◦ 미국로스쿨 교수 계절학기 초청은 본교 대학본부의 '해외우수교원 초청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별도 예산 편성하지 않음. 

라. 운영결과 

◦ 2018년 11월  미국 로스쿨 UC Davis와 학생교류협정 및 LLM학비우대협정 
(25% 할인) 체결 - 2017년 5월 UC Irvine과의 협정에 이어 미국법센터의 2번째 
협정체결

◦ 2018학년도 계절학기 미국법 2과목 개설
- Stephen Lee (UC Irvine Law School 교수, American Law Institute 회원) 
미국법입문(3학점)에 5명 수강
- Thomas Woo (UC Davis Law School 교수,  American Law Institute 회원)
미국계약법 (3학점)에 3명 수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