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N V I T A T I O N

한국기업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 |

회사법상 채권자보호법제의 현상과 과제
주최 |

한국기업법학회·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후원 |

대한상공회의소

모시는 글
회원 여러분,
변덕스럽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안녕하셨는지요?
본 학회는 서울 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회사법상 채권자 보호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회사법의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지만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그다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주제는 대륙법과 미국법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회사법의 기본정신과도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입법적 선택에 따라서는 우리 회사법의 장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에 대한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조발제를
맡아주신 정 동윤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4. 25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장 송 종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원 용수

프로그램
사회 | 양만식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시 간

내

용

13:00~13:30

접

수

13:30~13:40

개회사 – 송종준 교수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13:40~13:50

축

사 – 원용수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장)

기조발제
14:00~14:40

채권자 보호를 위한 회사법의 역할과 한계
- 정동윤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1주제

자본금제도상 채권자보호의 법적 과제
14:40~15:40

발표 | 김순석 교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 최완진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윤영신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14:40~15:00

Break Time
제2주제

합병·분할제도상 채권자보호의 법적 과제
15:00~16:00

발표 | 송옥렬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 권기범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 임정하 교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황남석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

LBO에 있어서 채권자 보호의 법적 과제
16:00~17:00

발표 | 김병연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 임재연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토론 | 양기진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강희주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일시 | 2012년 5월 18일(금) 13:00~18:00
◎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오시는 길 >

<서울시립대 캠퍼스 배치도>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시립대길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 교통편|
○ 회 기 역(1호선) 2번 출구(서울시립대 후문 방향 출구) - 안내표지판(노면에 화살표시)을 따라 도보로 15분.
○ 청량리역(1호선) 4,5번 출구 - 롯데백화점 앞 노선버스 2230, 3215, 3216,3220, 410, 420, 720번 버스
서울시립대 앞 하차 (3번째 정거장)
3번 출구 – 2237번 버스 탑승 시립대 정문 앞 삼거리 하차
○ 답십리역(5호선) 3번 출구 – 출구 앞 1213번 노선버스 탑승. 서울시립대 앞 지하철 1호선 회기역
4번 출구 – 답십리 삼거리(파리바게트 앞) 2230, 3216번 버스 탑승, 시립대 앞(6번째 정거장)

■ 문의 | 연구편집이사 양만식 교수 (단국대) 010 3242 9948. jumi1992@dankook.ac.kr
학회사무국장 양윤석 박사 010 8843 9277. ysyang@cbnu.ac.kr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02 2210 25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