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얼바인로스쿨 교수님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작년 저희 학교에서 계절학기를 강의UC . 
해주신 스테픈 리 부원장님 또 재작년 차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해주시고 차 공동학술대회, 1 2
를 주관해주신 김성은 교수님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얼바인로스쿨은 . UC
저희 법전원의 중점교류대상 학교이며 귀교와의 교류시작을 계기로 본교는 미국법센터를 만들
었을 정도로 저희 법전원의 국제화 전략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얼바인로스쿨은 이에 걸맞UC
는 형제자매의 우의를 보이며 교류해왔습니다. 
얼바인로스쿨과 고려대학교 법전원은 년 월 바로 이 자리에서 차 공동학술대회를 UC 2017 5 1

개최하고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교류협정에 따라 명의 본교 교수가 얼바인에 파견. 3 UC
되어 객원교수로서 얼바인로스쿨 학생들에게 인터넷법 및 국제경제법 강의 등을 총 학기 UC 2
강의 하였습니다 또 같은 기간 명의 얼바인 교수가 저희 학교에 오셔서 미국법입문 미. 2 UC , 
국헌법 등의 계절학기 총 학기 강의를 하였습니다2 . 
위와 같은 교류는 첫째 상호 비교우위를 가진 주제에 대해서 상대 학교에 매우 유용한 지식을 
전파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미국 한국 모두 로스쿨생들은 매우 바쁜 학교 일정을 소화. 
해야 하고 어려운 변호사시험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기가 어려운 가운데 교수
자원 인의 교류로서 여러명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 학생교류를 대체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1
법이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교류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법센터는 작년 완수한 편의 영강개설지원교재 중의 3
하나로 인터넷법 영강교재를 만들어 본교 핵심교양과목에서 교재로 사용한 바 있었습니다 또 . 
인터넷법과 국제경제법에서의 교류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작년 월에는 전미국변호사협회 10
국제법무분과의 연례총회 일 일정에서의 일의 전체세션을 아시아 법률서비스에서 인공지능3 1 “
의 이용 이라는 주제로 여명이 국제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고 월에는 국” 100 , 11 “
경없는 인터넷에서 디지털주권 지키기 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미국대사관과 공동주최하여 인터”
넷기업 통신망기업 관계자들 여명이 참가하였고 또 미국의 무역제제와 남북함 이라는 제, 40 “ ”
목의 세미나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최하여 여명의 국제법학자 실무가 및 외교관들이 40 ,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류실적과 학술실적의 바탕에는 공동학술대회를 통한 대면교류가 있었습니다. 

년 월에 본교에서 있었던 제 차 공동학술대회에서는 2017 5 1 힙합음악 형사제도에서의 인지과, 

학적 편견 디지털시대에서의 표현의 자유 변호사 숫자통제 사모펀드 거버넌스 등 한국상, , , 

황에 매우 긴밀하게 관련이 있으면서도 미국에서 더욱 깊이 연구되는 주제들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년 월에 2018 11 얼바인에서 있었던 제 차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국제법의 극동아시UC 2
아적 맥락화 삼성전자 제일모직의 합병 한국 영화산업 독과점 문제 등 미국에서도 관심을 , - , 
가지고 있으나 한국에서 더 깊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 
공동학술대회는 시간은 짧으나 더 깊은 교류에 대한 영감을 주고 받는 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차 공동학술대회에 청중으로 참석하신 조셉 디멘토 얼바인 교수님이 내년 여름학기에 오2 UC
셔서 미국환경법 강의를 해주시기로 한 것이 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도 . 
그런 전통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해주신 미국법센터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훌륭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바
랍니다 내일 별도 행사를 통해 본교 학생들의 미국 유학에 유용한 정보를 주실 스웨타 발라. 
크리시난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먼길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며 환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