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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 한국국제사법학회 정기총회 보고사항 및 의안
일시: 2020년 3월 20일(금) 18:30
장소: 채운(압구정 소재)

■

보고사항

I.

2019년 활동 보고
1. 연차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2018년 정기연구회 및 산하연구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한일/한중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II. 그 밖의 사항

■ 의안
I. 2020년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 연차학술대회 및 정기연구회 등
2. 학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
II. 회장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
III. 정관변경 등에 관한 사항
IV.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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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
I. 2019년 활동보고
1. 연차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2019년 연차학술대회
일

시 : 2019년 4월 26일(금), 13:00-18:30

장

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제2세미나실(서초동)

대주제 :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가입과 관련한 주요쟁점
주

최 : 한국국제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프로그램: 붙임 1 참조

2. 2019년 정기연구회 및 산하연구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 정기연구회
정기연구회 대주제 : 국제민사절차법의 제문제 – 영미법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1) 제137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19년 1월 24일(목) 오후 7시

장

소 :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3층 회의실

주

제 : 아동 상거소: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제자 :

장지용 판사/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토론자 : 권재문 교수(숙명여대 법대)
(2) 제138회 정기연구회 겸 정기총회
일

시 : 2019년 3월 28일(목) 오후 7시

장

소 :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3층 회의실

주

제 : 소송유지명령(訴訟留止命令) 및 집행금지명령에 대한 연구

발제자 :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전원)
토론자 : 이철원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3) 제139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19년 5월 30일(목) 오후 7시

장 소 :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3층 회의실
주

제 : 해운기업의 도산과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

발제자 : 정병석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 2 -

토론자 : 심태규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4) 제140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19년 8월 22일(목) 오후 7시

장

소 :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3층 회의실

주

제 : 민사소송법상 외국판결의 승인 문제에 관한 검토

발제자 : 최우영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토론자 : 장준혁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5) 제141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오후 7시

장

소 :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3층 회의실

주

제 :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작적격을 결정하는 국가의 법

발제자 : 이헌묵 교수(경북관대 법전원)
토론자 : 한애라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6) 제142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19년 1월 30일(목) 오후 7시

장

소 :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3층 회의실

주

제 : Worldwide Freezing Order의 국제적 동향: 영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발제자 : 김영석 판사(서울회생법원)
토론자 : 이철원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 산하 연구회 활동
- 국제문화재법연구회
(1) 제32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19년 3월 25일(월) 오후 7시

장

소 : 중앙대학교 법전원 교수회의실

주

제 : 남중국해 주변국가 수중문화재 보호 법률제도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연구

발제자 : 김종우 교수(강남대학교 중국실용지역학과)
(2) 제33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19년 6월 3일(월) 오후 7시

장

소 : 중앙대학교 법전원 교수회의실

주

제 : 국제문화재분쟁과 신냉전 - Chabad 사건 이후의 미러 관계를 중심으로

발제자 : 박선아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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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4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19년 9월 23일(월) 오후 7시

주

제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통한 미술품/문화유산 관련 분쟁의 대체적 분쟁해결

발제자 : 이종혁 교수(한양대 법전원)
(4) 제35회 정기연구회
일

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후 7시

주

제 : 문화재 경매의 국제사법적 쟁점

발제자 : 김윤우 공익법무관(춘천지검)

□ 2019년 특별간담회
일 시 : 2019년 9월 25일(수) 오후 6시 30분
장 소 : 중앙대 University Club
주 제 : The cross-border protection of creditors against fraudulent conveyance: a
view from the European Union
발표자: Pietro Franzina 교수(이탈리아 Ferrara대학교)

3. 한일/한중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제2회 한일 국제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일

시 : 2019년 6월 15일(토), 10:00-17:20

장

소 : 나고야 WINC AICHI 빌딩 901호

주

최 : 한국국제사법학회·일본국제사법학회

프로그램: 붙임 2 참조.
제9회 한중 국제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주제 : 중국 국제사법의 최근 동향과 함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중심으로
일

시 : 2019. 11. 9(토) 09:00-18:30

장

소 :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주

최 : (사)한국국제사법학회․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후

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프로그램: 붙임 3참조

- 4 -

II. 그 밖의 사항
1. 국제사법연구 발간: 25권 제1호 및 제2호(이호정 명예회장 추모 특별호) 발간
2. 연구용역 수행 완료: 법무부 국제도산 관련 용역 1건 완료

[붙임 1] 2019년 연차학술대회 프로그램
13:00-13:30 등

록

13:30-13:45 개회사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원

장
13:45-14:00 개회사

석광현 한국국제사법학회장

14:00-14:10 기념사진 촬영
1세션: 좌장 김우진 수석연구위원/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14:10-14:40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2018년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검토

발표자: 노태악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14:40-15:30

관할합의에 기초한 訴訟留止命令(Anti-suit Injunction)의 법적 쟁점

발표자: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장지용 연구위원/판사(사법정책연구원),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15:30-16:20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발표자: 한승수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한애라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이상윤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휴 게 (16:20-16:40)
2세션: 좌장 임성권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16:40-17:30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입시의 실익과 고려사항

발표자: 김효정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토론자: 장준혁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박주현 사무관(법무부 국제법무과)
17:30-18:20

우리법원의 IP허브 추진과 헤이그 관할합의협약 가입의 쟁점

발표자: 석광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박준석 교수(서울대 법전원), 한상욱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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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및 질의응답(18:20-18:30)

[붙임 2] 제2회 한일국제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Time: Saturday, June 15, 2019
Place: WINC AICHI #901 , at Aichi Prefectural Industrial Labor Center 9, 4-4-38 Meieki,
Nakamura-ku, Nagoya City, 450-0002
09:30 – 10:00

Registration

10:00 – 12:10

Morning Session

Chair : N. TADA, Seinan Gakuin University
(1) Legal Matters Related to the Insolvency of Shipping Businesses
B. CHUNG, Attorney at law at Kim & Chang, Emeritus president of the KOPILA
(2) Private International Law-Related Issues in Connection with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Focused on Seoul High Court Decision on 16 February, 2017, Case No.
2015 Na 2065729
G. LEE, Professor at Chung-Ang University School of Law

14:00 – 17:20

Afternoon Session

Symposium :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a Global Era
Chair : K. TAKAHASHI, Doshisha University
(3) In Search of the Adop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J. JANG,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Law
(4) International Jurisdiction Rules under the Amendment Bill to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T. RHO, Presiding judge of the Seoul High Court
(5) Draft Hague Judgment Proje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J. JANG, Judge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esearch Fellow at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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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제9회 한중 국제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대주제: 중국 국제사법의 최근 동향과 함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중심으로
일

시 : 2019. 11. 9(토) 09:00-18:30

장

소 :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주

최 : (사)한국국제사법학회․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후

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행사회: 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학과)
통역: 이화(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이연(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과정)
프로그램:
09:00-09:10 개회사: 한중 국제사법학회장
09:10-09:20 축 사: 고학수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소장
기념촬영/Photo Time (09:20-09:30)
Session 1
주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중국의 최근 동향
좌장: 노태악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09:30-10:10 일대일로 배경 하에서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한 최근 중국 실무
의 동향
Speaker: Prof. Yujun GUO, Wuhan Univ. Institute of Int‘l Law
Discussant: Prof. Gyooho LEE, Chung-Ang Univ. School of Law
10:10-10:50 중국에서의 외국민상사판결의 승인 및 집행: 2019년 산동성 중급인민법원이
한국판결을 승인 및 집행한 사안을 중심으로
Speaker: Prof. Ling ZHANG, China Univ.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Discussant: Jaeseong OH, Presiding Judge of the Jeonju District

Court

휴 게 / Coffee & Tea Break (10:50-11:10)
11:10-11:50 중국의 양자간 민상사사법공조 조약상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규칙ㆍ실무ㆍ문
제
Speaker: Prof. Xiongbing QIAO, Wuhan Univ. Institute of Int’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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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ant: Prof. Changmin CHUN, Seoul Nat’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11:50-12:30 외국법원 민상사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중국 사법 실무의 실증 연구
Speaker: Prof. Guohua WANG, Shanghai Maritime Univ. Law School
Discussant: Prof. Jonghyeok LEE, Hanyang Univ. Law School
오 찬 / Luncheon (12:30-14:00)
Session 2
주제: 헤이그 관할합의협약과 헤이그 재판협약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반응
좌장: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14:00-14:40 헤이그 관할합의협약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비준 가능성에 대한 검토
Speaker: Prof. Erxiu ZENG, South China Normal Univ. Law School
Discussant: Dr. Hyojung KIM, Research fellow at the JPRI
14:40-15:20 헤이그 재판협약: 외국재판의 세계적 유통을 위한 새로운 국제 법제
Speaker: Prof. Guojian XU, Shanghai Univ.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Discussant: Jiyong JANG, Judge and Research fellow at the JPRI
휴 게 / Coffee & Tea Break (15:20-15:40)
15:40-16:20 헤이그 재판협약의 국제재판관할규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
Speaker: Prof. Qisheng HE, Peking Univ. Law School
Discussant: Prof. Aera HAN, SKK Univ. Law School
16:20-17:00 헤이그 재판협약 중 실질재심사 금지에 대한 검토
Speaker: Prof. Zaisheng XIANG, Zhongnan Univ. of Economics and Law
Discussant: Prof. Junhyok JANG, SKK Univ. Law School
Session 3: Q & A
좌장: 석광현 한국국제사법학회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0-18:20 종합토론 / Q & A
18:20-18:30 총평 / Closing Remarks (양 학회장)
Prof. Jin HUANG, President of CSPIL
Prof. Kwang Hyun SUK, President of KOP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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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I. 2020년 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 연차학술대회 및 정기연구회 등
□ 2020년 연차학술대회
대주제: 헤이그재판협약의 주요 쟁점과 함의
일

시: 2020년 7월 2일 13:00-18:00

장

소: [추후 확정]

주

최: 한국국제사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프로그램:
1. 2019년 재판협약상 간접관할 규정 개관: 총칙 및 각칙의 주요 내용 분석 [발
표자 추후 확정]
2. 2019년 재판협약상 간접관할 외 승인 및 집행의 요건과 절차 분석 [발표자등
추후 확정]
3. 2019년 재판협약의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선언 분석 [발표자등 추후 확정]
4. 2019년 재판협약 성안과정에서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논의 경과와 향후 진행
방향 [발표자등 추후 확정]
5. 2019년 재판협약이 우리나라의 입법, 해석, 실무에 대한 시사점과 가입방안
[발표자등 추후 확정]

□ 1970년 유네스코협약 50주년 기념 특별 공동학술대회
대주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1970
년 유네스코협약)의 의의와 향후 과제
일

시: 2020년 10월 22일 09:30-18:00

장

소: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B1 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회의장]

주

최: 한국국제사법학회(국제문화재법연구회)․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중앙법학연구소

프로그램:
1. (기조발제) 문화재불법거래 방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역할(석광현 교수)
2. 1970년 유네스코협약의 채택배경과 국제법적 의의(이근관 교수)
3. 문화재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기구의 노력(조동준 교수)
4. 1970년 유네스코협약 가입국의 현황 및 주요 가입국의 이행입법(서재권 교수)
5. 1970년 유네스코협약 이행입법과 관련한 국제사법적 쟁점(이종혁 교수)
6. 1970년 유네스코협약 이행법제의 현황과 실무(이규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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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정기연구회
대주제 : 국제상거래와 국제사법
(장소: 서초동 중앙지법 등기국 / 한국법학원 세미나실)
(1) 제143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3월 26일(목)

주

제: 국제증권발행과 투자설명서책임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발제자: 이종혁 교수(한양대 법전원)
토론자: 성진현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집 배포로 대체
(2) 제144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5월 28일(목)

주

제: 스마트 컨트렉트와 국제사법

발제자: 김성호 박사(국회도서관)
토론자: 천창민 교수(서울과기대 경영학과)
(3) 제145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8월 20일(목)

주

제: 국제라이선스계약의 국제사법적 쟁점

발제자: 김언숙 교수(일본 文京學院大學)
토론자: 이주연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
(4) 제146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주

제: 국제 M&A와 국제사법

발제자: [추후확정]
토론자: [추후확정]
(5) 제147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1년 1월 28일(목)

주

제: 국제해상법의 주요 쟁점

발제자: 정대 교수(한국해양대)
토론자: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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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 연구회
국제문화재법연구회
제37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5월 25일(월) 19시

장

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6층 법대교수회의실

발표자: 서재권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주

제: 문화재 국제거래의 현황과 향후 전망

제38회 정기연구회(유네스코협약 관련 특별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8월 31일(월) 19시

장

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6층 법대교수회의실

1주제 발표자: 이규호 교수(중앙대 법전원)
1주 제 : 1970년 유네스코협약 이행법제의 현황과 실무
2주제 발표자: 이종혁 교수(한양대 법전원)
2주제: 1970년 유네스코협약 이행입법과 관련한 국제사법적 쟁점
제39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9월 28일(월) 19시
장 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6층 법대교수회의실
발표자: 김혜선 박사(법무부 전문위원)
주 제: 문화재 상거래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제40회 정기연구회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19시

장

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6층 법대교수회의실

1주제 발표자: 이필복 판사(울산지법)
1주 제 : 문화재 보호와 국제적 강행법규
2주제 발표자: 황성재 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2주제: 문화재의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 제10회 한중 공동학술대회
장

소 : 중국

대주제 : [한국 국제사법 판례의 동향과 함의]
일

시 : [11월 초순으로 하되, 구체적 일정은 추후 확정]

소주제 :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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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
1) 연구용역
- 헤이그재판협약 등의 과제를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으로부터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할 예정
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진
- 2018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
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만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
-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서,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에 지
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됨
- 이에, 올해 정관개정 등을 통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추진
3) 편집위원회 재구성
- 편집위원의 임기만료와 2021년 학회지 재평가에 대비하여 편집위원을 재구성할 필요
- 신 편집위원의 구성은 현 편집위원장인 석광현 위원장(회장)과 신편집이사(정구태 교수),
및 구편집이사(오석웅 교수)가 적의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

II. 회장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
1) 제15대 회장 선임의 건
- 총회 참석 회원의 발의와 결의에 따라 제15대 회장을 선임
2) 감사 선임의 건
- 현 이인재 감사를 유임하고, 임치용 감사를 대신하여 오승룡 이사를 감사로 선임
3) 고문의 추대와 부회장 및 이사 선임의 건 등
- 고문 추대의 건: 최흥섭 이사(인하대 법전원 명예교수) 및 노태악 대법관을 고문으로 추
대함
- 부회장 선임의 건: 임치용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를 부회장으로 추가 선임하고,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현 부회장은 전원 유임함
- 이사 선임의 건: 현 이사는 전원 유임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이의영 부장판사(서울고
법), 이선미 부장판사(대전고법), 이필복 판사(울산지법), 이주연 박사(한림대학원대학), 김
성호 박사(국회도서관), 이종혁 교수(한양대 법전원), 김현아 박사(전북대 법전원 강사)를
이사로 선임하고, 그 외 이사의 추가 선임에 대한 권한은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라 회
장에게 위임함
- 현 집행이사 중 편집이사는 정구태 교수(조선대 법대)가 홍보이사와 겸임하고, 재무이사
는 이주연 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로 선임하며, 김문숙 교수(코난대), 오석웅 교수(청주
대 법대)를 국제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곽민희 교수(재무이사) 김지만 교수(국제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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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그 외 집행이사는 전원 유임함

III. 정관변경 등에 관한 사항
1) 정관변경의 건
- 변경이유: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위해 필요한 기부금 내역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
고(13조의2), (2) 감사의 수를 현재의 2인 이상에서 2인 이내로 수정(14조제1항제5호)하
기 위함
- 개정내용: 다음과 같이 제13조의2(기부금 내역의 공개)를 신설하며, 제14조(임원의 인원
수) 제1항제5호를 수정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적시
제13조의2(기부금 내역의 공개)
본회가 회계연도 중 받은 기부금의 연간 모집액과 그 활용실적은 회계연도 다음해의 3
월 31일까지 본회의 홈페이지(www.kopila.re.kr)에 공개한다. (2020. 3. 23 신설)
제14조(임원의 인원수)
①본회는 법률상....다음의 임원을 둔다.
1.~4. 생략
5. 감사 2인 이내 (2020. 23. 23 개정)
부칙(2020. 3. 23)
이 정관은 2020년 3월 2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연구윤리규정 개정의 건
- 개정이유: 공동저자 표기 등에 대한 교육부 훈령(‘18. 7. 17)을 반영하기 위함
- 개정내용: 다음과 같이 제7조의 표제를 수정하고, 제3항을 신설한다. 부칙에 시행일을 총
회 익일로 적시(밑줄친 부분이 신설된 내용)
제7조 (인용 표시방법 및 저자 정보의 정확한 표기의무)
① 저자가 타인의 연구생각,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
회가 정한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
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②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비공개 학술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
의를 받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③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저자는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020. 3. 23)
부 칙(2020. 3. 23)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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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2019년도 (사)한국국제사법학회 결산보고서

내 역

수 입

지 출

1.

전년도 이월금액

54,784,624

2.

연회비

12,106,230

3.

기부금*

4.

용역수익

5.

6,296,000

10,000,000

국제사법연구 판매 및
저작권료

6.

국제사법연구 게재료

7.

이자

8.

잡수익

9.

645,375

2,040,000

41,337

0

․

학회지 발간(2회)
(심사료
우송료 포함)

7,332,630

10.

정기연구회/산하연구회 등

4,680,278

11.

연차학술대회

2,793,650

12.

한중학술대회

12,615,310

13.

한일학술대회

2,164,039

14.

(

15.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16.

용역인건비/용역경비

8,000,500

17.

운영경비

1,881,190

18.

잡비

19.

차년도 이월금액

집행)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1,471,000

264,500

205,000

44,505,469

계

85,913,566

* 기부금 내역 : 석광현 1,000,000원(4/26), 석광현 5,296,000원(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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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13,566

2020년도 (사)한국국제사법학회 예산서

내 역

수 입

지 출

1.

전년도 이월금액

44,505,469

2.

연회비

10,000,000

3.

기부금

15,000,000

4.

용역수익

50,000,000

5.

국제사법연구 판매 및
저작권료

6.

국제사법연구 게재료

7.

이자

8.

잡수익

9.

550,000

1,000,000

30,000

0

․

학회지 발간(2회)
(심사료
우송료 포함)

8,000,000

10.

정기연구회 등

4,000,000

11.

연차학술대회

5,000,000

12.

한중 학술대회

4,000,000

13.

산하연구회 보조

2,000,000

14.

(

15.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

16.

용역인건비/용역경비

17.

운영경비

18.

잡비

19.

차년도 이월금액

집행)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3,000,000

450,000

35,000,000

2,500,000

150,000

56,985,469

계

121,08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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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85,469

감사 보 고서

(사)한국국제사법학회 정관 제12조 및 제16조 제4항에 의거,
2018년 회계연도 (사)한국국제사법학회의 감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
고합니다.
1. 감사사항 :
가. 본회 정관의 이행상태
나. 수입․지출 예산의 집행상황
2. 감사결과 :
가. 본 학회 정관의 이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2018년도의 기금관리상황 및 수입․지출예산의 집행상황을
감사한 바,
(1) 수입과 지출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2) 지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3) 잔액의 보존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9년

3월

감사

(사)한국국제사법학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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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

- M e m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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