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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1. 정례학술발표회

1) 한국법사학회 제121회 정례학술발표회

주관: 한국법사학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일시: 2017년 6월 24일(토) 9시 50분~18시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층 회의실

<프로그램>

등록 및 개회(09:50~10:00)

개회사: 한상돈 (한국법사학회 회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축　사: 이상찬(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사　회: 조지만(총무이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주제: 근세 동아시아 민사재판의 실태와 성격

사회: 김현영(전 고문서학회 회장)

통역: 김상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주제: 明清中国 (10:00~11:10)

발표: 寺田浩明(테라다 히로아키, 京都大学法科大学院 교수)

제2주제: 徳川日本 (11:10~12:20)

발표: 大平祐一(오히라 유이치, 立命館大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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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12:20~13:20) 두레미담 －－－

사회: 조지만(아주대)

통역: 김창록(부회장, 경북대)

제3주제: 近世朝鮮의 民事裁判의 實態와 性格 (13:30~14:30)

발표: 심희기(고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4주제: 前近代アジアにおける法廷記録と案件処理の比較法史学的研究

(モンゴル․日本․中国․朝鮮) (14:30~15:30)

발표: 額定其労(東京大学 준교수)

－－－ 휴식(15:30~15:50) －－－

종합토론 및 좌담회(15:50~18:00)

사회 및 통역: 김창록(경북대)

종합토론을 위한 논점 제기: 문준영(연구이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 정긍식(부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제122회 정례학술발표회

주관: 한국법사학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일시: 2017년 10월 14일(토) 13시~18시
장소: 서울대학교 17동 6층 서암홀

<프로그램>

등록 및 개회 (12:45~13:00)

개회사: 김도균 (서울대 법학연구소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폐회사: 한상돈 (한국법사학회 회장,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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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조지만 (총무이사,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대주제: 로마법을 통하여, 로마법을 넘어서

사회: 김영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1주제: “‘신승민(申承閔)－신종년(申從年)’간의 분쟁 사례에 비추어 본 조선 
전기 재산상속의 관행” (13:20~14:00)

발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1783년(정조 7) 雇工定制에 관한 논의” (14:00~14:40)

발표: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휴식(14:40~15:00) －－－

사회: 서을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종의처분으로써 재산의 순차적 이전에 대한 서양법의 대응과 우리
－이른바 연속 유증의 재고를 위하여－” (15:00~15:40)

발표: 김가을 (서울시립대 교양교육부)

제4주제: “로마법의 희랍철학적 기초” (15:40~16:20)

발표: 성중모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고전기 로마법상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편파변제” (16:20~17:00)

발표: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17:10~17:40)

사회: 신유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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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1) 회원동정
①우리 학회 회원이신 순천대학교 박경량 교수님께서  지난 2016년 2월 

정년퇴임을 하시고 명예교수로 봉직하시며, 순천대에 출강중입니다.

②우리 학회 회원이신 김효전 교수님께서, Hermann Heller 지음 바이마
르 헌법과 정치사상(산지니, 2016년 12월 25일 발행, 993면)을 출간
하였습니다.

2) 법사학회 사이트 활용안내
한국법사학회 홈페이지는 http://legalhistory.or.kr/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한국법사학회의 각종 소식, 법사학과 관련된 유용한 링크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동정이나 법사학과 관련된 소식들이 
있으시면 lawhistory@naver.com으로 제보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게시하
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법제사 관련된 링크는 많이 확보되어 있
으나, 서양법제사, 일본법제사, 중국법제사와 관련된 링크는 많이 부족한 형
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제보로 링크를 확충해 나가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운영위원회

 

회장 한상돈(아주대)

명예회장 박병호(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부회장 김창록(경북대), 정긍식(서울대), 이재룡(충북대)

고문 서민(충남대 명예교수), 최종고(서울대 명예교수), 정종휴(전남대 명예교수, 바티
칸 대사), 최병조(서울대), 심희기(연세대)

기획이사 이종길(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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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회비

비정규직 연구자(대학원생 포함): 3만원
정규직: 5만원
기관: 7만원
입금계좌: SC제일은행: 632-20-242388 (한국법사학회)

감사 정병호(서울시립대), 임상혁(숭실대)

총무이사 조지만(아주대), 김영석(아주대 법학연구소)

법제이사 김영희(연세대)

연구이사 서을오(이화여대), 문준영(부산대)

정보이사 성중모(서울시립대), 김대홍(울산과학대)

편집이사 박세민(경북대)

섭외이사 한승수(중앙대)

편집위원
김창록(편집위원장), 임대희(경북대), 이재룡(충북대), 이영록(조선대), 임상혁(숭
실대), 성중모(서울시립대), 조지만(아주대), 문준영(부산대), 박세민(경북대), Marie 
Seong-Hak Kim(St. Cloud State Univ.), 안종철(Tübingen Un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