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세미나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시장과정부 연구센터 공동 법정책세미나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일 시 : 2012년 10월 25일(목) 오후 2:00 ~ 6:00

14:00~14:20 등록

14:20~14:30 개회 및 인사말
박상인 교수(서울대, 시장과정부 연구센터장)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주 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센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시장과정부 연구센터

유난히 더웠던 여름과 세 차례의 대풍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수확의 계절이 다가왔
습니다. 추석을 전후로 대선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고, 경제민주화가 여야를 막

론하고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14:30~16:20 주제발표
제1주제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안”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입법론적 분석과 대안”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출자규제의 입법적 대안 연구”
홍명수 교수(명지대 법대)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집중 내지 재벌의 문제를 어떻게 바
라보고 해결책을 찾을 것인지가 경제민주화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으
로 보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시장과정부 연구센터」는 지난 5월에 “대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차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법·정책세미나에서는 미리 약속드린 바와 같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나름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치열한 토론을 통하여 제

제4주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재 개선방안”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대)

16:20~16:40 Coffee break
16:40~18:00 종합토론 (가나다 순)

시된 대안들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제1차, 제2차 법·정책세미나의 결과물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단행본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김진방 교수(인하대 경제학부)
오금석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주진열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채이배 회계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
황인학 기업정책연구실장(한국경제연구원)

좋은 계절에 공사다망하시겠지만 첨부된 일정을 참고하시고, 기꺼이 참석하셔서 좋
은 말씀 들려주시고, 아울러 격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쟁법센터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시장과정부 연구센터장

이 봉 의 교수
박 상 인 교수

18:00 폐회

 아래의 메일을 통해 사전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이번 법정책세미나는 참가비 없이 참석이 가능합니다.
 무료주차권이 제공되지 않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김윤정 박사
02-880-7575 / ccl@snu.ac.kr
 서울대학교 시장과정부 연구센터, 백미연 연구원
02-880-5652 / rcmgsnu@snu.ac.kr

151-743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
대학원 경쟁법센터
Phone : +82-2-880-7575 Fax : +82-2-871-7408
E-mail : ccl@snu.ac.kr

Web : www.ccl.re.kr

17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동

<세미나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
•

<찾아오시는 길>

302호 시장과정부 연구센터
Phone: +82-2-880-5652

Fax: +82-2-882-5652

E-mail : rcmgsnu@snu.ac.kr

Web : rcmg.snu.ac.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phone : 02-6050-3114 Fax : 02-6050-3400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출구 삼성본관방향 5분거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출구 YTN 방향 5분거리
지하철 4호선 회현역 5번출구 남대문 방향 5분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