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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총회 회의자료
I. 개회선언
II. 참석인원 확인
III. 회장님 인사말씀
IV. 2021년도 업무보고
1 학술회의 및 모의재판
일자 및 장소

주제 및 주요내용
○ 대회명: 2021년 신진학자대회 – 구조변동 시대의 국제법의
새로운 경향
○ 공동주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평론회 등
○ 개최방식: 온라인 개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현장 참여)

신진학자학술대회
2021.3.27.(토)
(하이브리드 방식)

- 발표1: 미국이 추진한 FTA에서의 SPS 지역화 규정 연구
(강민지 박사)
- 발표2: The ‘Equivalent’Standard in WTO Arbitrations
of Trade Remedy Disputes(김경화 박사)
- 발표3: One Size Does Not Fit All: Structural Problems
of Countervailing Currency Manipulation (김혜림 박사)
- 발표4: Cryptoassets: The Structural Coupling between
Law and Technology towards the Configuration of BProperty and Its Relevance for the International Law
(Carolina Rios)
- 발표5: 나고야의정서 이익배분체제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에
대한 적용에 관한 고찰 (이선 박사)
○ 대회명: Symposium on Multilateralism and the New De
velopment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 Session 1. China-US Trade Relationship
- Speakers:

한·중 학술대회
2021.6.25.(금)
(온라인 진행)

· Prof. Yang Guohua (Tsinghua Univ.), ‘What is Biden's
China Trade Policy?’

· Attorney Tong Chan Shin (Yulchon LLC), ‘Current Lan
dscape of U.S.-China Tension: Unilateral Economic San
ctions and Legal Issues’
○ Session 2. Trade & Environment
- Speakers:
· Prof. Deok-Young Park (Yonsei Univ.), 'Carbon Tax Border
Adjustments of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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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 Zheng Xiao'ou (Xiamen Univ.), ‘Understand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Biodiversity and Epidemics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Session 3. Data Governance & Trade
- Speakers:
· Prof. Yang Fan (Xiamen Univ.), ‘European Hegemony in
the Name of Privacy Protection: Cross-border Data
Movement in Post Schrems II Era’

· Prof. Jihyun Park (Youngsan Univ.), 'Data Governance
in Multilateral Trade’
○ 공동주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산업통상자원부
○ COVID-19 상황을 반영하여 4강 진출팀이 온라인(Zoom) 경연
대회에 참여했고, 그 외 3개 팀에 장려상을 수상함
○ 참가팀: 참가신청서 제출 21개팀, 서면심사 제출 18개팀,
본선(구두변론) 진출 4개팀

WTO 모의재판
2021.8.20.(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최종 수상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White Tigers
On-fire(W.T.O)팀 (최우수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The
Great GATTsby팀 (우수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Skkulers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Natural Born
Barristers(NBB)팀 (공동 3위)
○ 출제 문제 및 목적: 코로나 대유행과 맞물린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무역 제한 조치가 확산하고
있음을 감안, 필수 의료제품 생산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상정하고 WTO 기본 원칙과 예외 조항, 특히
무역자유화와 사회적 가치 보호 사이의 균형점 도출에
관한 문제를 출제함. 참가 학생들의 법적 기준 이해도,
변론 전개 능력, 사실관계 분석과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함.
○ 대회명: 제21회 국제법학자대회 - 국제사회의 변동과 규범
○ 공동주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평론회 등

국제법학자 대회
2021.10.24.(토)

○ 개최방식: 온라인 개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현장 참여)
- 발표1: 국제 투자 및 서비스 협정문의 불완전한 유보안에 대
한 원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박태정 변호사)
- 발표2: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국제통상법적
시사점 (이천기 박사)
- 발표3: 미국-반덤핑/상계관세에서 가용정보의 사용: WTO(DS
539) 패널 판정 평석 (정찬모 교수)
○ 대회명: 한국국제경제법학회-대한상사중재원 ISDS 공동세미나

ISDS 공동세미나
2021.11.26.(금)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

○ 주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대한상사중재원
○ 개최방식: 온라인 개최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현장 참여)
- 발표1: 국제투자중재의 인적관할권 확대 경향 (이재우 위원)
- 발표2: ICSID Mediation에 관한 연구 (강성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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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3: ISDS 개선 논의와 고려사항 (한주실 서기관)
- 발표4: ISDS와 환경 (윤석준 변호사)

2 국제경제법연구 발간
- 국제경제법연구 발간 결과
: 제19권 제1호(3월), 제19권 제2호(7월), 제19권 제3호(11월)
권 호

발행일

내 용

제19권 제1호

2021. 3. 31

투고논문:

9편, 게재논문: 5편

제19권 제2호

2021. 7. 31

투고논문:

8편, 게재논문: 5편

제19권 제3호

2021. 11. 30

투고논문:

7편, 게재논문: 6편

-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 2.0) 활용
* 국제경제법연구 제19권 전 호에 대한 논문 투고 및 심사는 제18권 3호 발간시
도입하였던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JAMS 2.0)을 활용하여 진행
* 다만, JAMS 운영이 미숙한 투고자 및 심사자에게는 기존 논문 심사방식을 병행
- 심사 매트릭스 및 심사 일정 관련 수정
1
2
3

내용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수정후 재심-수정후 재심-게재불가
게재가-수정후 게재-게재불가
수정후 게재-수정후 게재-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추가
추가
완화

-

수정후 재심

* 최종판정이 "수정후 재심"인 경우, 원칙적으로 차호에 재심사를 하여 게재 여부를
판단하나 일정상 수정논문의 당호 재심이 가능하다면 당호에 재심을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
3 학회위원회의 구성보고
가. 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박노형, 최승환, 성재호, 이재형, 박덕영, 최원목
김대원, 정찬모, 왕상한, 서철원, 정영진, 이재민
나. 기금운용위원회: 박노형(위원장), 최승환, 성재호, 이재형, 박덕영, 최원목
김대원, 정찬모, 왕상한, 서철원, 정영진, 이재민
다. 학술상위원회: 정찬모(위원장), 강준하, 유희진, 오선영, 채은선, 박태정
라. 편집위원회: 강준하(위원장), 김여선(제주대), 마광(중국절강대), 심영규(동아대)
오현석(계명대), 이길원(성균관대), 이로리(계명대), 이재민(서울대)
정찬모(인하대), 조영진(이화여대)
* 학회업무보고 영상
4 2021년 학회운영 관련 주요 의결사항 및 논의사항

- 4 -

가. 신규 이사 선임
-오현석 교수 (계명대), 김경화 박사, 곽동철 교수, 유지영 박사
나. 회비 관련 규정: 회비 면제 규정 및 이사회비 인상 여부
-올해와 동일하며 내년에 인상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함. 기관회비 등 모색
*이사명단 (71명)
강병근,강준하,강호,고준성,공수진,권현호,권희환,김규태,김대식,김대중,김민정,김병일,김성중
김여선,김인숙,김종범,김준기,김채형,류예리,마광,박노형,박덕영,박민규,박언경,박원석,박정현
박지현,박태정,배정생,서철원,성재호,손기윤,송지연,신희택,심영규,안덕근,안민호,오선영,왕상한
유선봉,유준구,유희진,윤석준,이길원,이동은,이로리,이상진,이성덕,이성범,이세련,이재민,이재형
이주형,이지형,이환규,이효영,장승화,정영진,정찬모,조영진,조희문,주진열,주현수,채은선,채형복
최송자,최승환,최원목,최혜선,표인수,*신동찬(감사, 2022년에 이사로 복귀)

다. 학술상위원회 규정 및 신진학자학술상 규정 개정
- 제5조 (심사대상과 선정)
변경전

변경 후
① (2018.11.26. 이사회에서 폐지)

① (2018.11.26. 이사회에서 폐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에 발간된 「국
제경제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자동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에 기타 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술저서는 1인 이상의
이사가 추천한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본
조항의 추천을 위하여 출판이사는 해당 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술상 심사대
상 논문과 저서의 추천에 대하여 2회 이상

②

「국제경제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자동적

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③ 기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술저서는
1인 이상의 이사가 추천한 경우 심사대상에 포
함된다. 본 조항의 추천을 위하여 출판이사는
해당 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술
상 심사대상 논문과 저서의 추천에 대하여 2회
이상 이메일로 공지하여야 한다.

이메일로 공지하여야 한다.

- 학술상위원회 규정 제3조 3항 및 신진학자학술상 규정 제5조 3항
변경 전

변경 후

③ 위원회는 당해 연도 12월 10일까지 시상여부 ③ 위원회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 7일전까지
와 시상자를 결정한다.

시상여부와 시상자를 결정한다.

5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학술상 발표 및 시상식
- 학술상위원회는 12월 7일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 대상자를 심의하고 수상자를
선정하였음.
- 학술상 수상자로 이재형 교수(고려대), 박덕영 교수(연세대)를 선정함
- 신진학자 학술상은 이동은 박사(삼성경제연구소)를 선정함
6 신진학자 펠로우쉽 발표 및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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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6일 신진학자 펠로우쉽 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하고 수상자를
선정하였음.
* 심사위원 : 서철원(위원장), 오선영, 박언경
* 심사결과 : 위원회에서는 연구목적의 타당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학문적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함. 총 3명의 지원자들의 연구 주제와 목
적은 매우 우수하였으며, 이 중 ‘연구계획의 충실성’을 특히 고려하여
선정함. 2021년 대상자로 전현지(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사과정)를 선정함.
7 회계보고
가. 기금현황 보고 (2021.12.21.일 기준)

나. 기금사용계획 의결
- 2021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사용처는 ‘학회 후진양성’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재확인함.
- 2021년 사용예정금액 의결 : 7,000,000원 (2021.7.21. 서면결의)
* 사용처
① 신진학자 학술상 : 1명 * 100만원 = 1,000,000원
② 신진학자 펠로우쉽 : 2명 * 각 300만원 ＝ 6,000,000원
다. 2021년 기금집행 보고
- 신진학자학술상 위원회, 신진학자 펠로우쉽 위원회에서 각 1인을 대상자로 선
정한 바, 금일 총회 의결 후 총 4,000,000원을 집행할 예정임.
① 신진학자 학술상 1인 : 1,000,000원
② 신진학자 펠로우쉽 1인 :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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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1년 수입지출 결산 보고
- 별첨 참고
V. 감사선출
- 경과보고
* 2018년도 총회 및 2019년 임시 총회 이후 감사선출과 관련하여 2인 중 1인은
회계사로 임명하여 학회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2014년도 총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인의 감사 중 1인은 유임을 하는 관행이
정착되었음.
* 2020-21년 감사로 신동찬 변호사가 활동하였으며, 2021년 유세열 회계사가 새로이
임명됨. 이에 2022년 유세열 회계사는 유임되며, 신동찬 변호사를 대신할 신규감사
선출이 필요한 상황임.
- 이사회에서 숭실대 오선영 교수를 감사로 추천하여 총회에서 회원 만장일치로 결
정됨

VI. 기타 안건

VII. 신임회장님 인사말
-공로패 수여: 2020-21년 이재민 학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X.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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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1년도 수입지출 결산서 (2021.1.1. - 2021.12.21.)
수입
과목
전년도 이월

회비 수입

기부금 수입

국제경제법연구
저작권
(누리미디어)
국제경제법
교과서
산자부 용역

대한상사중재원
지원금

내역

지출
금액

과목

내역

소계

₩12,961,890

소계

이월금

₩12,961,890

제19권 제1호 출판비

₩680,730

소계

₩5,050,005

제19권 제1호 심사비

₩696,500

12.21일 기준

₩5,050,005

제19권 제2호 출판비

₩1,152,500

소계

₩3,000,000

제19권 제2호 심사비

₩667,500

이재민

₩3,000,000

소계

₩500,000

공동학술대회 비용지불

₩500,000

소계

₩600,000

게재료

₩600,000

소계

₩777,251

저작권료

₩777,251

국제경제법연구

신진학자학술대회
(3/27(토)
한중학술대회
(6/25(금)

소계

₩1,370,000

*전문가 활용비

₩1,370,000

소계

₩32,621,510

₩2,362,500

인건비

₩13,391,000

인쇄정산세

₩2,362,500

상금

₩11,952,500

참가증 및 상장

소계

₩40,000,000

WTO모의재판
(산업부)

₩40,000,000

소계

₩4,000,000

ISDS공동세미나

₩4,000,000

WTO모의재판
(8/29(금)
*수상식
(8/20(금)

₩2,060,000+₩3,569,920 = ₩5,629,920

ISDS공동세미나
(11/26(금)

식사 및 다과

노트북대여 및 장비

₩723,200

홍보포스터+인쇄비

₩1,315,400

기념품

₩1,360,500

현수막,물품구입,
서울보증보험,우편비 등

₩1,267,800

소계

₩3,778,200

전문가활용비

₩2,376,200

오찬&만찬

₩615,500

기술지원업체

₩400,500

현수막,명패 등

₩386,000

*사무국 인건비

금융수입
펠로우쉽
지원금 반환

₩1,538,590
₩571,300

소계

학회운영비

₩501,220

회의비

회의비

(법인세 중간예납
에서 환급)

₩3,197,230

소계

- WTO 모의재판 (일반관리비+수익금)

세금환급금

금액

₩22,568,485
₩22,200
₩14,795,100

통신비(우편비포함)

₩654,420

*세금(원천징수세액)

₩3,593,500

세무사 기장료

₩1,215,500

세무사 결산

₩550,500

소계

₩1,899,510

사무용품,자료스캔등

₩50,600

법인세

₩1,864,330

경조사비

₩100,500

지방세

₩35,180

인증서발급,Dropbox

₩348,925

소계

₩12,952

중임등기수수료

₩576,740

이자수입

₩12,952

홈페이지 년간 이용료

₩660,500

소계

₩2,736,000

펠로우쉽 반납

₩2,736,000

주차비 선결제
환불

소계

₩111,900

주차비 환불

₩111,900

총수입

소계

₩73,512,008

총수입-총지출

펠로우쉽 지원금
반환
주차비 선결제
총지출
₩6,62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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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2,736,000

반환금 별도 통장이전

₩2,736,000

소계

₩112,400

주차비 선결제

₩112,400

소계

₩66,883,825

가. 12월 21일 이후 수입 내역
-12월 21일자 잔액 6,628,183원 + 학회비 수입 550,000원 = 7,178,183원----- ⓵

나. 12월 지출 예상 내역
- 학회 운영비: 17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기장료, 상패 및 상장) + 국제경제법연구: 213만원 (출판
비+심사비) = 3,830,000원 --------⓶

**2022 이월 예상 잔액

⓵ 7,718,183원 - ⓶ 3,830,000원 = 3,378,183원

※ 한해 학회 고정지출비: 25,948,345원
- 국제경제법연구( 출판비150만원+심사비 60만원= 210만원) * 3회 = 약 6,300,00원
- 사무국장 인건비: (130만원 * 12개월) = 15,600,000원 (원천징수액 포함)
- 통신료 ( 49,390원 * 12개월) = 592,680원
- 기장료 (11만원 * 12개월) = 1,320,00원 + 결산비용 (55만원 * 1회)= 1,870,000원
- 인증서발급 및 DROPBOX = 348,925원
- 중임등기수수료 = 576,740원
- 홈페이지 이용료 = 660,000원
<세부내역>
과목

한중학술대회

항목

전문가 활용비

세부내역

금액 (세전)

발표비 3명 *30만원

₩900,000

토론비 2명 *20만원

₩400,000

좌장 1명

과목

항목
사무국 인건비

*20만원

세부내역

₩200,000

금액

11개월*1,345,000

₩14,795,100

12월 원천징수세액

₩894,300

1월 원천징수세액

₩49,500

2월 원천징수세액

₩49,500

3월 원천징수세액

₩49,500

4월 원천징수세액

₩49,500

5월 원천징수세액

₩49,500

6월 원천징수세액

₩42,900

7월 원천징수세액

₩157,300

학회운영비
세금

8월 주민세

₩62,500

8월 원천징수세액

₩1,028,500

9월 원천징수세액

₩589,000

10월 원천징수세액

₩299,800

11월 원천징수세액

₩2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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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비용 지출 내부지침(2019. 05. 03 채택)
1. 인건비
국제경제법연구

논문심사비

논문 1편당 3만원

발표자 발표비

20만원

국제학술대회인 경우 30만원

토론자 토론비

10만원

국제학술대회인 경우 20만원

사회자 사회비

10만원

국제학술대회인 경우 20만원

보조원

5-10만원

행사 규모에 따라 책정

실무 책임자

150만원-200/인

대회 준비 기간이 4 - 5개월 걸리는 점 감

실무/사무 보조

100-150만원/인

안. 예산 및 행사규모에 따라 책정하고 주
최측과 상의하여 결정

패널리스트

50만원/인

서면심사위원

50만원/인

보조원

20만원/인

규모에 따라 2 - 10명까지 활용

외국인패널리스트

이코노미 클래스 왕복
항공료 + 호텔 2박 숙
박료 + 패널리스트인
건비

과거 관례에 따름

학회 학술대회

WTO 모의재판
인건비

기타 정부 등 용역

책임/공동

과제

수당

연구원

회장단과 발주측 합의 후 금액 확정된 문
서에 근거

계속 사업이 아닌

비슷한 규모의 법학 관련학회에서 통상적

학회 사업 인건비

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에 상응하는 수준으

(교과서

로 지급

발간 등)

사무국장

인건비

100만원/월

※위 인건비는 (세전)으로 표시된 것으로, 20만원 이상 지출에 대해서는 원천세(기타 소득세) 8.8% 징수.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우로, 원천세(사업소득세) 3.3% 징수
※학회의 프로젝트(용역) 성격의 사업인 경우 간접비(일반관리비 + 수익금) 10%를 징수하여 학회 경상비 재원
으로 축적. 책임자, 실무 담당자 등의 인건비는 예산 및 행사규모에 따라 책정하고 주최측(예산지급기관)과
상의하여 결정

2. 회의비
직무이사회,편집위원회 등
학회 관련 회의 참석

교통비

5만원 지급

식사비

3만원/인당

대전을 기준으로 대전 아래의
지방 거주자에

한해 지급

회의록(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작성

3. 출장경비
학회가 주관하는 국제

교통비,

학술대회 참석

숙박비

사무국에서 일괄 처리

실비

발표/토론/사회비는 따로 지급되지 아니함

4. 세무 및 감사 관련
세무

세금신고 (50만원) /기장업무 (월10만원)

187만원/년 (부가세포함)

감사

학회 내 감사 2인을 둠

유세열 회계사/ 신동찬 변호사

1) 국제경제법학회 집행부 논의를 거치고 타 학회의 지출기준 등을 참고하여 국제경제법학회 학회장이 채택함.
향후 예산 상황변화, 학회 활동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대로 조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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