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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안내

본 학회는 ‘민사법 실무상 새로운 쟁점’을 기획주제로 하여, <대한민사법학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주최로 2018년 12월 7일(금) 아래와 같이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
니다.

▣ 일시 :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3:00 - 5:20
▣ 장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주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대한민사법학회,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연락처 : 총무이사 이성진 (tel. 010-2584-6367)
▣ 학술대회 일정

진행사회:

이성진 총무이사 (대구가톨릭대 교수)

▣ 등록 및 인사말
2:40 ~ 3:00

등

록

3:00 ~ 3:20

개회사 : 이우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회장 (경성대 교수)
개회사 : 임선숙 대한민사법학회장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환영사 : 박배근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부산대 교수)

▣ 주제발표 및 토론
제1섹션

사회 : 강태성 교수 (경북대)
소비재매매에 있어서 보장(보증)의 법리

제1주제

- 독일민법 및 DCFR의 보장(보증)조항을 중심으로

3:20~4:10
발표 : 김

화 교수 (전남대)

토론 : 이재훈 변호사 (국토교통부),

4:10~4:30

coffee break

사회 : 송오식 교수 (전남대)
제2주제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여부

4:30~5:20
발표 : 장병주 교수 (대구대)
토론 : 정구태 교수 (조선대)

제2섹션
사회 : 이점인 교수 (동아대)

직무발명 권리승계규정에 대한 고찰

제1주제
3:20~4:10

발표 : 강명수 교수 (부산대)
토론 : 전용철 변리사 (마이스타24특허법률사무소)

4:10~4:30

coffee break

American University가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인지 여부
제2주제
4:30~5:20

발표 : 임상민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토론 : 박현경 교수 (영산대)

5:40

만 찬

Ⅱ. 2018년 연회비 납부안내

연회비 입금 계좌 : 대구은행

505-10-186893-2

(예금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회장: 100만원
부회장: 1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회원: 3만원
※

연회비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회

총무이사

이성진

교수(대구가톨릭대:

gold4039@naver.com)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임원명단 (2018.03-)

顧
問:
강대성(경상대)․공순진(동의대)․곽동헌(경북대)․김용욱(부산대)·윤대성(창원대)․이기중(전 부산지법원장)․
이명환(계명대)․이상욱(영남대)․이점인(동아대),장재현(경북대)․정권섭(전동서대총장)․정상태(법무사)․정조
근(동아대)․정충견(경남대)․한웅길(동아대)․황영선(변호사)
名 譽 會 長 : 강태성(경북대)
會

長 : 이우석(경성대)

副 會 長:
권혁재(경북대)․고명식(부경대)․김막(변호사)․김민규(동아대)․김상영(부산대)․김연(경북대)․김원태(충북
대)․김진수(변호사)․문성제(선문대)·박규용(제주대)․박용석(부산대)․박정기(경북대)․박종찬(강원대)․배병
일(영남대)․배성호(영남대),배종국(법무사)·석왕기(변호사)․성위석(경북대)․염규석(한국편의점협회부회장)·윤
용석(부산대)·이동형(영남대)·이은정(경북대)·이재목(충북대)․이춘희(변호사)·이혜진(동아대)·임건면(성균관대)·
정진옥(동의대)·조동제(동아대)․조은래(부산외대)·최광준(경희대)․최상필(동아대), 최명구(부경대)․최문기(경
성대)․최상호(계명대)․추신영(전북대)·홍춘의(전북대)
常任理事
學術理事 : 강혁신(조선대), 김희찬(변호사)
硏究理事 : 곽민희(숙명여대)
出版理事 : 변우주(동아대), 출판간사 : 김재욱(박사수료)

編輯理事 : 이민규(변호사), 편집간사 : 전지윤(박사과정)
財務理事 : 장병주(대구대), 재무간사 : 변민경(박사수료)
企劃理事 : 김영민(변호사), 김중길(영남대)
國際理事 : 김현수(부산대)
涉外理事 : 김성수(경찰대)
弘報理事 : 진도왕(인천대)
總務理事 : 이성진(대구가톨릭대), 총무간사 : 김태형(박사과정)
監

事 : 장세훈(변호사), 김봉수(대구가톨릭대)

理

事 : (가나다 순서)

가정준(한국외대), 강태원(대구대), 강혁신(조선대), 강혜림(동아대), 고상현(대구대), 곽민희(숙명여대), 구일서
(경북대), 권대우(한양대), 김기수(변호사), 김미애(변호사), 김병두(경상대), 김봉수(대구가톨릭대), 김상중(고려
대), 김상화(변호사), 김성욱(제주대), 김성일(변호사), 김영민(변호사), 김영심(변호사), 김영주(경북대), 김유미
(울산대), 김인유(한국해양대), 김정태(부산경상대), 김중길(영남대), 김진우(한국외대), 김종현(한경대), 김철홍
(변호사), 김태수(동의대), 김판기(충북대), 김현수(부산대), 김현영(변호사), 김형진(부산지법), 김희찬(변호사),
남궁술(경상대), 명호인(변호사), 문일환(변호사), 박기원(변호사), 박상호(동의대), 박세민(경북대), 박운삼(판
사), 박정구(변호사), 박주영(안동대), 박준규(변호사), 박진수(변호사), 배대헌(경북대), 배현아(이화여대), 백승
흠(청주대), 변우주(동아대), 성승현(전남대), 송영민(동아대), 송재우(부산대), 송호영(한양대), 신은주(한동대),
서봉석(영산대), 서희석(부산대), 여하윤(중앙대), 오정렬(동의과학대), 오지용(충북대), 유지홍(충북대), 윤석찬
(부산대), 윤태영(아주대), 이근영(세명대), 이민규(변호사), 이범수(부산경상대), 이병준(한국외대), 이성진(대구
가톨릭대), 이성훈(한국산업인력공단), 이수영(법무사), 이용(대구고법), 이은영(전북대), 이재훈(변호사), 이정표
(부산대), 이준형(한양대), 이태원(변호사), 이해일(경주대), 장병주(대구대), 장세훈(변호사), 장창민(영산대), 전
혜정(법제처), 정갑성(동의과학대), 정구태(조선대), 정길용(영남대), 정수경(부산경상대), 정순도(변호사), 정연
환(법무사), 정진명(단국대), 정해상(단국대), 제정석(변호사), 주지홍(부산대), 진도왕(인천대), 진상욱(신라대),
진지(중국 서남정법대), 차경환(판사), 차선자(전남대), 최민수(안동대), 최병록(서원대), 최성진(변호사), 하성협
(변호사), 하윤수(부산교대), 황석보(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