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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및 운영 내역>

[공동학술대회]

(1) 2019.03.22.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프라이버시와 공공선(Privacy vs Public Interest)”

-참석자 40여명

(2) 2019.05.29. UC 데이비스(UC Davis) 로스쿨

“변화하는 시대와 국경을 넘는 헌법적 권리와 민권(Constitutional and Civil 

Rights in Transition Across Borders)”

-참석자 60여명

(3) 2019.10.07. UC 얼바인(UC Irvine) 로스쿨

“세계화와 법의 도전(Globalization and Legal Challenges)”

-참석자 60여명

[교류세미나]

(1) 2019.05.03. 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노스웨스턴로스쿨 앤드류 코펠만

(Andrew M. Koppelman) 교수 초청 공동 세미나

“악(惡)을 칭송하며 -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철학적 접근 (In Praise of 

Evil - philosophical approaches to freedom of speech)”

-참석자 20여명

(2) 2019.12.16. 사단법인 오픈넷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

아 AB5법과 블록체인 조합주의의 가능성- (Can the Sharing Economy 

Help Reduce Economic Inequality?-AB5 in California & Possibility of 

Blockchain-Based Cooperativism-)”

-참석자 40여명

[연례국제컨퍼런스]

=> 2020.01.20. 사단법인 오픈넷-하버드대 버크만클레인센터-인터넷사회연

구센터 국제네트워크, 디지털아시아허브 공동컨퍼런스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AI, Ethics&Data Governance)”

-참석자 80여명



[GLP교재 제작]

=> 영어강의개설지원교재 개발 1편-Civil Procedure in South Korea

[미국로스쿨 교수 초빙 강의개설]

=> UC Irvine 로스쿨의 Sora Han 교수 여름계절학기 미국헌법 강의 진행

[본교 교수 해외객원강의 유치]

=> 본교 Asif Hasan Qureshi교수, UC Irvine로스쿨에서 2019학년도 가을학

기 강의 진행(International Economic Law)

[펠로우 연구활동_영문법학서 번역 및 영작 작업]

=> 본교 일반대학원생 김연유 미국법센터 2019-202 펠로우

-Law of Obligations

-Media Freedom Legal Panel Internet Regulations



<활동 및 운영 세부내역>

1. 공동학술대회

가. 목적 및 내용

- 중점교류학교의 교수들과의 학술교류를 위해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진행

나. 행사주최

- 중점교류대학과 격년으로 순행

- 본교가 미국 로스쿨 방문 시에는 미국의 중점교류대학 외 타 로스쿨에서 추가 진

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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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로스쿨은 방학 중, 본교는 

학기 중)에 진행함

라. 운영결과

(1)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 방문하는 측은 주로 교통비(항공비, 현지교통비 등)를 부담하고, 호스팅하는 측은 주로 체

재비(숙박비, 식비 등)를 부담

a. 2018학년도 공동학술대회는 본교가 미국 로스쿨(UC Irvine, UC Berkeley)을 방문한 경

우로, 발생 비용 중 주로 교통비만을 미국법센터 지원사업 예산으로 집행함

b. 2019학년도 공동학술대회는 미국로스쿨(UW, UC Davis, UC Irvine)이 본교를 방문한 

경우로, 발생 비용 중 체재비(숙박비, 식비 등)를 미국법센터지원사업 예산으로 집행함

(2) 2019학년도 운영 내용 및 예산 집행

=운영내용=

#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로스쿨 공동학술대회

A) 본교참석자

-명순구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장)

B) 주요일정

-일시 : 2019년 3월 22일 (금) 14:00~17:00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B1F 리베르타스홀

-주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워싱턴대학교 로스쿨

-주관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1]참조



#2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UC데이비스(UC Davis) 로스쿨 공동학술대회

A) 본교참석자

-명순구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강수진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김하열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장)

B) 주요일정

-일시 : 2019년 5월 29일 (수) 10:30~17:00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B1F 리베르타스홀

-주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C Davis 로스쿨

-주관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2]참조

#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UC 얼바인(UC Irvine) 로스쿨 공동학술대회

A) 본교참석자

-안효질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태진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이희정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린 장(Lin Zhang)교수(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장)

B) 주요일정

-일시 : 2019년 10월 7일 (월) 10:30~17:00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B1F 리베르타스홀

-주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UC얼바인 로스쿨

-주관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3]참조

=예산집행(재원:교비지원-행사비)=

내역 비용(단위:원) 내역 비용(단위:원)
숙박비(초청교수) 3,168,000 통역사 및 통역장비 7,590,000
식비 4,119,912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100,800
교통비 244,595 사진촬영 880,000
현수막제작 596,000 인쇄 및 비품구입 75,000

합계 16,774,307



(3) 2019학년도 운영목표 달성현황: 달성

그림 1 2019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워싱턴대학교 로스쿨 공동학술대회



그림 2 2019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UC데이비스 로스쿨 공동학술대회



그림 3 2019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UC얼바인 로스쿨 공동학술대회



2. 방문교류

가. 목적 및 내용

- 미국법센터장이 “교류협정 관리, 학생 및 교수 교류, 공동연구 추진, 교류대상 개

발”등을 위해 연 4회 중점교류학교 및 기타 교류대상학교를 방문

나. 세부사항

- 교류협정관리 : 매년 중점교류학교와 협정상 활동에 대한 정기 평가회의 및 차후 

일정 등에 관한 기획회의 개최

- 학생 교류 : 본교 교환학생이 현지에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생활상담, 학업상

담 및 현지 인적자원 소개

- 교수 교류 : 본교 교수가 현지에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생활상담, 연구활동상

담 및 현지 인적자원 소개

- 공동연구 추진 : 중점교류학교 교수진을 개별 면담하여 본교 교수와의 공동연구

가능성 타진

- 교류대상 개발 : 미국 현지 교류대상학교 발굴

다. 시기

- 봄&가을학기 중 각 2회(연 4회)

라. 운영결과

(1)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 항공비 및 캘리포니아 외 지역 체재비(숙박비, 식비 등)는 미국법센터지원사업 예산으로 

집행, 캘리포니아 지역 체재비는 센터장이 부담

(2) 2019학년도 운영 내용 및 예산 집행

=운영내용(미국로스쿨 방문>연 4회)=

#1 미국/UC Irvine, UC Berkeley 방문

A) 기간 : 2019.4.24.~4.26

B) 목적 : 공동학술대회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

#2 미국/UC Irvine, UC Berkeley 방문

A) 기간 : 2019.8.1.~8.27

B) 목적 : 공동학술대회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계절수업 담당교수(Dan Burke, UC 

Irvine)강의 초청 협의, Harvard Berkman Center와 공동컨퍼런스 협의

#3 미국/DC 방문

A) 기간 : 2019.10.19.~10.26

B) 목적 : Harvard Berkman Center와의 공동컨퍼런스 사전 준비, Facebook, Google, 

Microsoft등 예상 참석자 면담



#4 미국/UC Irvine, California, 영국/London 방문

A) 기간 : 2019.12.07.~2020.2.28

B) 목적 : 1월 학술대회 준비 및 하계학자 초청 준비, 국제언론자유고위법률자문단 회의

=예산집행(재원:교비지원-연구관리비)=

(3) 2019학년도 운영목표 달성현황: 달성

3. GLP 교재 제작

가. 목적 및 내용

- 정규학기에 본교 교수가 강의하는 영어강의(Global Legal Practice) 과목 중 미

국법 과목의 경우 (1) 본교생의 미국법 수요와 (2) 교환학생의 한국법 수요를 동시

에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 미국법과 한국법을 동시에 가르치며 상호 비교하는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만들 필

요가 있으며 따라서 교재 제작이 필수적임

나. 세부사항

- 법리와 주요판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약 250쪽 분량의 영문 교재를 매2개 제작

- 교재는 한글파일 형태로 제작, 학생들이 PDF 형태로 받아 이용하거나 출판사의 

제안이 있을 경우 출판사 비용으로 제작

다. 운영결과

(1)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2년에 1학기씩 영어강의 개설을 조건으로 1교재당 일정 금액(5,000,000원) 지원

(2) 2019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운영내용=

#1 2019학년도 선정 다음 1교재 제작 진행

- 윤남근(법학전문대학원), Civil Procedure in South Korea

- 위 교재의 완고 일부 내용 : 아래 [그림4] 참조

[그림4] 윤남근, Civil Procedure in South Korea

내역 비용(단위:원)
항공비(현지포함) 5,535,472
식비 1,018,786
교통비(현지 및 국내) 726,629
숙박 145,304
합계 7,426,191



그림 4 윤남근, Civil Procedure in South Korea



#2 2018학년도 제작 교재3권에 대한 안내목차 제작

가. 목적 및 내용

-미국법 및 국내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본교생과 교환학생, 미국법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한 

방문자에게 센터 제작 GLP교재의 주제와 내용을 목차를 통해서 안내

나. 세부사항

-완고 형태의 파일은 저작권 및 관련 문제로 올릴 수가 없으므로 교재의 내용을 개략적으

로 알 수 있도록 목차로 정리.

-저장은 가능하나 수정 및 가공이 불가하도록 PDF형식으로 업로드하여 확인토록 함

※세부사항은 아래 [그림5] 참조

그림 5 안내목차 예시(일부페이지)



=예산집행(재원:교비지원-연구관리비)=

#1. 2019학년도 선정 1교재 제작 진행

-5,000,000원 (선금 : 지원금액의 20%=1,000,000원 / 잔금 : 4,000,000원)

-2018년도 교재3권에 대한 선금 3,000,000원이 2017년도에 집행, 잔금 12,000,000원이 

2018년도에 집행되었으므로 2019년도에는 교재 1권 제작 지원

#2. 2017-2018학년도 제작한 교재3권에 대한 안내목차 제작

-별도의 지출 없음.

(3) 2019학년도 운영목표 달성현황: 달성

4. 미국변호사 교류 세미나

가. 목적 및 내용

- 미국법 실무지식 전문가인 미국변호사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미국법 역량을 강화

나. 기대효과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FLA),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등과 세미나를 공동

주최함으로써 본교생 교류 방법과 가능성을 모색

-  향후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내 미국법 분야의 권위를 확보하고 미국 대학과

의 활발한 학문교류를 통해 본교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

다. 예산

(1)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2019학년도 배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예산 지원 중 행사비 1,000,000원 할당

(2) 2019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운영내용=

#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 공동세미나

A) 본교참석자

-박경신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장)

B) 주요일정

-일시 : 2019년 5월 3일 (월) 14:00~16:30

-장소 : 고려대학교 법학관 신관 401호

-주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

※세부사항은 아래 [그림 6]참조



그림 6 2019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 교류세미나



#2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사단법인 오픈넷 공동세미나

A) 본교참석자

-박경신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장)

B) 주요일정

-일시 : 2019년 12월 16일 (월) 13:30~18:00

-장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명동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

-주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후원 : 사단법인 한국공유경제협회

※세부사항은 아래[그림7]참조

그림 7 2019년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사단법인 오픈넷 교류세미나



=예산집행(재원:법전원예산지원-행사비)=

#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사단법인 한국법철학회 공동세미나

-행사비 지출예산 300,000원 예상했으나 실지출내역 없음.

#2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사단법인 오픈넷 공동세미나

-공동주최기관인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예산부담. 미국법센터 예산 지출내역 없음.

5. 연례컨퍼런스

가. 목적 및 내용

- 미국법이 중요한 분야(ex. 인공지능, 사법제도 등)을 정하여 외국 연구기관과 공

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함

나. 기대효과

- 미국로스쿨과 교류협정에 따른 활동의 하나로 외국학자 및 외국 연구기관과의 교

류가능

- 미국법센터 활동에 본교 교수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기업 후원을 통해 대내외적 자생력을 갖춤

다. 예산

(1)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초청하는 외국 학자들의 항공비, 체재비(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의 후원 

또는 공동주최기관이 부담. 컨퍼런스를 본교에서 진행할 시 필요한 부수적인 비용

은 미국법센터 지원사업 예산으로 집행

(2) 2019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운영내용(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컨퍼런스 개최)=

A) 본교참석자

-안효질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대희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장)

B) 주요일정

-일시 : 2020년 1월 20일 (월) 10:30~16:30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B1F 베리타스홀

-주최 :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인터넷사회연구센터 국제네트워크, 하버

드대학교 버크만클레인센터, 디지털아시아허브

-주관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세부사항은 아래 [그림8]참조



그림 8 2019년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사단법인 오픈넷 외 공동컨퍼런스



=예산집행(재원:본부/법전원예산지원-행사비 및 기타운영비)=

(3) 2019학년도 운영목표 달성현황: 달성

6. 미국로스쿨교수 초청 강의

가. 목적 및 내용

-미국로스쿨교수를 초청하여 본교 학생들이 유학을 가지 않고도 미국로스쿨의 원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함.

나. 세부사항

-UC얼바인(UC Irvine) 로스쿨의 Sora Han 교수를 초청하여 여름계절학기 미국헌

법 강의를 진행함.

다. 예산

(1)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본부의 외국인우수초빙교원 예산 이용

(2) 2019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운영내용=

-법학전문대학원생 총 3명 수강. 성공적으로 여름계절학기 강의를 마침

=예산집행=

-해당사항 없음.

7. 본교 교수 해외객원강의 유치

가. 목적 및 내용

- 미국로스쿨에 본교교수가 객원교수로 강의할 수 있도록 유치함. 

나. 세부사항

- Asif Hasan Qureshi 교수(연구분야 : 국제법)가 UC얼바인로스쿨에서 2019년도 

가을학기에 강의하도록 주선함. 

다. 예산

(1)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방문교류를 통해 UC얼바인로스쿨 원장단과 협의 하에 진행함. 

내역 비용(단위:원)
주차권 160,000
행사보조원인건비(2인) 137,600
행사자료인쇄비 48,600
행사물품구입 13,440
합계 359,640



(2) 2019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운영내용=

-UC얼바인 학생 총 10여명이 International Economic Law를 수강함. 

=예산집행=

-해당사항 없음. 

8. 홈페이지 유지·관리

가. 목적 및 내용

- 미국법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미국법센터 활동을 국내외에 홍보

나. 세부사항

- 다음 URL주소에서 현재 운영중. 미국법센터 사업운영내역 및 활동, 학술정보 교

류 및 자료 공유 기능을 위주로 국영문 병행에 중점을 두고 있음

- https://www.amlaw.center/

다. 예산

(1)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예산 지원으로 호스팅 비용을 포함한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위한 대금으로 1,320,000원 편성

(2) 2019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운영내용=

-홈페이지 추가 보수 및 수정

-홈페이지 관리자 양도 진행 및 호스팅 1년 갱신 진행

=예산집행(재원:법전원예산지원-일반용역비)=

-홈페이지 추가 보수 및 수정에 대한 대금지급 : 220,000원(부가세10%포함)

*[전자문서][미국법센터]일반용역비-홈페이지 보수 및 수정비용 참조

-홈페이지 호스팅 1년 갱신 진행에 대한 비용 : USD102(KRW123,318)

-도메인(amlaw.center) 1년 연장 비용 : 66,000원

내역 비용(단위:원)

보수비용 220,000

호스팅1년갱신비용 123,318

도메인1년연장비용 66,000

합계 409,318



9. 인건비

가. 내용

- 센터 소속 행정직원 인건비 지급

- 센터 임명 연구펠로우 용역비 지급

나. 세부사항

(1) 행정직원

A) 채용절차

1. (1차 서류전형) 2019.11.11.~2019.11.22. 교내 직원채용지원시스템 채용공고를 통한 모

집진행

2. (2차 면접전형) 2019.12.02. 1차 서류합격자에 대한 일대일 심층면접 진행

3. (최종채용) 2019.12.09. 근무개시

B) 업무내용

-미국법센터 홈페이지 운영

-미국법센터 활동계획에 따른 공동학술대회, 연례컨퍼런스, GLP교재 제작 등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처리, 센터장 지원

(2) 연구 펠로우 (연구원)

A) 채용절차

- 연구원 채용 대신 연구용역의 형태로 펠로우 임명 진행.

-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김연유 대학원생을  ‘미국법센터 2019-202 펠로우 ’ 

(연구원)으로 임명

*[전자문서]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 펠로우 임명의 건 참조

*연구활동 관련 내용은 아래 [그림 9]참조

B) 업무내용

- 센터 내 미국법학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영문 법학서 부분 통역 및 영작 진행

다. 예산

(1)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예산 지원으로 배정된 임시직 인건비

(행정직원 : 6,540,000원/연구원 : 2,000,000원)

-펠로우 용역에 대한 대가는 결과물이 나온 뒤 후불제로 지급

(2) 2019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운영내용=

-본래 연구원 몫의 인건비는 일금 2백만 원으로 배정되었으나 미국법센터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이 늦어지면서 연구원 몫의 인건비를 늘려 연구원 채용의 형태대신 연구용역비로 운용

하기 위해 일금 3백만 원으로 재책정함

=예산집행=

-연구펠로우(연구원) : 일금3백만원(3,000,000원)

-행정직원 : (2019.12.09.~2020.02.29.) : 4,097,940원 (3개월분+4대보험 법인부담금포함

/월봉150만원기준)



그림 9 [연구원고]Media Freedom Legal Panel Internet Regulations



10. 기타 운영비

가. 내용

- 이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소모품, 비품, 집기 구입

- 회의비, 식비

나. 예산

(1) 2019학년도 운영계획 및 소요예산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예산 지원으로 기타운영비 1,000,000원 편성

(2) 2019학년도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운영내용 및 예산집행=

-집행내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