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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법연구회 설명 자료

2015.09.14. 극지법연구회

1   극지법연구회 개요

□ 설립

○ 2012.12.4 발족회의 개최

－ 명칭, 목적, 회원 결정 및 2013년 운영계획 수립

○ 명칭 : 극지법연구회(Research Group on Polar Law)

○ 목적 

－ 극지법 관심 학자와 극지법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로 극지법 연구그룹 형성

－ 체계적인 극지법연구 수행을 통한 연구역량강화 및 국가적 대응능력 공고화

□ 회원
(2015.08.31. 현재)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정회원

김기순 산하온연구소 소장 남극법분과장

김종덕 KMI 미래전략본부 본부장

노영돈 인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성욱 KIOST 해양정책연구소 소장

박수진 KMI 해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서원상 KOPRI 미래전략실 책임연구원

신형철 KOPRI 국제협력실 실장

이용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북극법분과장

정갑용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진동민 KOPRI 미래전략실 실장 간사

초청

회원

고송주 해수부 해양개발과 극지정책팀장 극지담당

이승혁 해수부 해양개발과 사무관 극지담당

김기현 외교부 국제법규과 외무서기관 남극담당

한영희 외교부 경제협력과 외무사무관 북극담당

옵서버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규과 과장

한승우 KOPRI 제3차 장보고과학기지 월동대장 前 간사
서현교 KOPRI 미래전략실 선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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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

□ 2013년도 운영실적

연번 행사명 일자 장소 내용

1
제1차

극지법연구회
2013.03.08

서울역
(티원)

￭ 김기순, “마드리드 의정서 제6부속서”
￭ 이용희, “스발다르조약의 주요내용과 적용범위”

2
제2차

극지법연구회
2013.05.10

서울역
(정우연)

￭ 서영민․서현교, “ATCM 법률의제 분석”
￭ 박성욱, “북극해에 관한 러시아 국내법”

3
제3차

극지법연구회
2013.07.12

서울역
(회의실)

￭ 신형철, “ATCM 결과 분석 및 향후 대책”
￭ 유복근, “Arctic Council 결과 분석 및 향후 대책”

4
제4차

극지법연구회
2013.09.06

서울역
(회의실)

￭ 박수진, “남극 Bio-prospecting의 국제법 이슈”
￭ 김종덕, “북태평양 북극해 Conference 결과 분석 및 전망“

5
제5차

극지법연구회
2013.12.06

서울역
(회의실)

￭ 이용희, “Arctic Sunrise호 사건”(제6차 폴라로심포지엄)
￭ 연례회의

□ 2014년도 운영실적 및 계획

연번 행사명 일자 장소 내용

1
제6차

극지법연구회
2014.03.07

서울역
(회의실)

￭ 정갑용, “고래분쟁”
￭ 박성욱, “수색구조협약과 유류오염 대응협약” (발표취소)

2
제7차

극지법연구회
2014.05.09

서울역
(회의실)

￭ 신형철, “2014 ATCM 결과분석 및 향후 대책”
￭ 서대원, “Polar Code"

3
제8차

극지법연구회
2014.07.04

서울역
(회의실)

￭ 김기순, “해양보호구역(MPA)”
￭ 정갑용, “대륙붕한계 -캐나다를 중심으로-”

4
제9차

극지법연구회
2014.09.05

서울역
(회의실)

￭ 박수진, “CCAMLR 쟁점분석”
￭ 김종덕, “북태평양 북극해 Conference 결과분석”

5
제10차

극지법연구회
2014.12.05

서울역
(회의실)

￭ 이용희,  “제7회 폴라로 심포지엄 결과분석”
￭ 연례회의

□ 2015년도 운영실적 및 계획

연번 행사명 일자 장소 내용

1
제11차

극지법연구회
2015.03.13 진진바라

￭ 서원상, “제6부속서 주요내용 및 비준 시 쟁점”
￭ 이현미, “제6부속서 이행입법 해외사례분석”
￭ 김종덕, “2015 북극이사회 SDWG 회의결과 및 전망”

2
제12차

극지법연구회
2015.05.15 달개비

￭ 한영희, “2015 북극이사회 SAO, 각료회의 논의동향”
￭ 김기순, “남북극의 국제법과 거버넌스 체제"

3
제13차

극지법연구회
2015.07.10

용산역
(회의실)

￭ 서현교, “미국의 북극정책과 의장국 프로그램”
￭ 신형철, “2015 ATCM 및 CEP 회의결과 및 전망”

4
제14차

극지법연구회
2015.09.11

서울역
(회의실)

￭ 김종덕, “2015 북태평양 북극해 컨퍼런스 결과 및 전망”
￭ 이용희, “남극의 형사관할권 -로드니사건을 중심으로-”
￭ 강희승, “북극해 환경변화로 인한 한국의 해양안보정책”

5
제15차

극지법연구회
2015.12.초.

(미정)
극지연구소

￭ 김기순, “남극관련 극지법 이슈” (미정)
￭ 이용희, “북극관련 극지법 이슈” (미정)
￭ 서원상, “해외극지법동향: 제8차극지법심포지엄중심”(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