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자대회 프로그램
□ 일시: 2020년 10월 16일(금) – 17일(토)

□ 장소 : 코엑스(삼성역) 컨퍼런스룸

□ 주최 : (사) 한국공법학회
□ 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SK-Telecom, NAVER, 카카오, LG-U+, KT

2020.10.16.(금) [제1일차]
13:30~
14:00

컨퍼런스룸E 1호(3층)
등 록
개회식
전체사회: 황성기 교수(한양대)

14:00~
14:30

▶ 개회사: 이원우 회장(한국공법학회, 서울대)
▶ 축 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부 한국공법학회
사회: 박종수 교수(고려대)
▶ 제1주제 :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14:30~
16:30

발표: 조소영 교수(부산대)
토론: 김민호 교수(성균관대)
▶ 제2주제 : 인공지능과 법치주의
발표: 이희정 교수(고려대)
토론: 정문식 교수(한양대)

16:30~
16:45

휴 식
제2부 한국헌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

16:45~
17:45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컨퍼런스룸E 5호]

[컨퍼런스룸E 1호]

사회: 임지봉 교수(서강대)
▶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기본권

사회: 김국현 수석부장(행정법원)
▶ AI를 통한 행정작용의 법적쟁점

발표: 윤수정 교수(강원대)

발표: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토론: 권건보 교수(아주대)

토론: 박재윤 교수(한국외대)

17:45~
18:00

폐 회

18:00~

만 찬

2020.10.17.(토) [제2일차] 학회별 공동학술세미나
9:30~
10:00

등 록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컨퍼런스룸 300호] [컨퍼런스룸 301호] [컨퍼런스룸 307호] [컨퍼런스룸 308호]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지능정보사회의 제도적

지능정보화사회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구현을

행정법체계와

인프라와 법제 개선

공공정책

위한 공법적 과제

스마트시티의 쟁점

과제

+ 대학원생 세션

제1세션

10:00~
11:00

➊ 한국비교공법학회

➋ 행정법이론실무학회

➌ 한국국가법학회

➍ 미국헌법학회

▶ 디지털 전환에 의한

▶ 지능정보화 사회와

▶ 지능정보기술산업

▶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화 사회의

행정법총론체계의 변화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복지국가 실현의 과제

사회 : 조성규 교수(전북대)

사회 : 남하균 교수(울산대)

사회 : 최철호 교수(청주대)

사회 : 김명식 교수(조선대)

발표 : 손형섭 교수(경성대)

발표 :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발표 : 계인국 교수(고려대세종캠)

발표 : 홍석한 교수(목포대)

토론 : 조재현 교수(동아대)

토론 : 김태오 교수(창원대)

토론: 차수봉 교수(동신대)

토론 : 조영승 박사(부산대)

거버넌스의 변화

제2세션
➎ 유럽헌법학회

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➐ 입법이론실무학회

▶ 지능정보사회에서의

▶ 지능정보사회와

▶ 인공지능과 관련법제의

민주주의와 선거

11:00~
12:00

지방자치

입법 과제

대학원생분과
사회 : 전상현 교수(서울대)
시상

사회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사회 : 강주영 교수(제주대)

사회 : 박균성 교수(경희대)

발표 1 : 이희옥 (한양대 박사)

발표 : 허진성 교수(대전대)

발표 : 김상태 교수(순천향대)

발표 : 오승규 박사

▶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토론 : 강명원 박사(한국외대)

토론 : 이재훈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응한 자기결정권의 확장

토론 :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발표 2 : 박민지 (경찰대 박사과정)
▶ 전자감독제도의 예방적
경찰활동으로서의 함의
-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허용성을 중심으로 -

발표 3 : 손정구 (서울대 박사과정)
▶ 지능정보화시대에서의 의
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

12:00~
13:30

오 찬

13:30~
14:00

등 록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컨퍼런스룸 300호] [컨퍼런스룸 301호]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공법적
과제

제4분과

[컨퍼런스룸 307호] [컨퍼런스룸 308호]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지능정보사회의 제도적

행정법체계와

인프라와 법제 개선

스마트시티의 쟁점

과제

지능정보화사회에서
공공정책

제3세션

14:00~
15:00

➑ 한국입법학회

➒ 한국토지공법학회

➓ 개인정보보호법학회

⓫ 한국교육법학회

▶ 지능정보기술을

▶ 인공지능사회에서

▶ 가명처리한

▶ 지능정보사회와

이용한 서민참여형 입법에

스마트시티 도입에 대한

공공데이터 민간제공의

고등교육법

관한 해외동향과 시사점:

토지공법적 고찰

공법적 쟁점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기반한
프랑스의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 이경선 교수(서강대) 사회: 길준규 교수(아주대)

사회: 최인선 박사

발표: 정재도 박사(서강대) 발표: 임 현 교수(고려대)
토론: 최혜선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회: 이기우 교수(인하대)

(한국정보화진흥원)

발표: 정승 초빙교수

토론: 김승종 센터장

(성균관대)

(국토연구원)

발표: 정상우 교수(인하대)
토론: 이신화 박사

토론: 김현경 교수(서울과기대)

(서울교육청)

제4세션

15:00~
16:00

⓭ 한국환경법학회

▶ 지능정보사회

▶ 스마트그리드를

▶ 인공지능과

▶ 지능정보사회에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활용한 도시환경 개선을

사이버안보의 법적 과제

부패방지의 공법적 과제

과제

위한 환경법적 쟁점 검토

사회: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사회: 허성욱 교수(서울대)

사회: 정준현 교수(단국대)

사회: 성봉근 교수(서경대)

발표: 유경한 교수(전북대) 발표: 김재선 교수(부산대)

발표: 박영철 교수(용인송담대)
토론: 이규정 박사

발표: 신정규 교수(충북대)

토론: 장철준 교수(단국대)
16:00~
16:15

⓮ 한국사이버안보법

⓬ 한국언론법학회

토론: 박태현 교수(강원대)

정책학회

(한국정보화진흥원)

⓯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토론: 김남욱 교수(송원대)

휴 식
종합토론 [컨퍼런스룸 300호]

16:15~
17:45

사회: 김재광 교수(선문대)
황창근 교수(홍익대), 권영호 교수(제주대),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김도승 교수(목포대), 임성훈 교수(충북대), 안정민 교수(한림대)

17:45~
18:00

폐 회

18:00~

만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