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LETTER

2017년 3 월 ~ 2017년 6월
-제 14 호

‘2017 인하대 로스쿨 발전위원회 및 홈커밍데이’ 개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6월 1일(목) 오후 7시 로스쿨관 로비에서
‘2017 인하대 로스쿨 발전위원회 및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법학전문대학원 1기~6기 졸업생 47명과 교수 총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인하대로스쿨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일형 인하대 총동창회장을 대신해 한진우 수석부회장과 문봉길 상임부회장,
최금행 상근부회장 등 동창회도 함께 했다.

‘2017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체육대회’ 개최

우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회장 신경철)에서는 4월 28일 오후 1시 대운동장에서
'2017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체육대회는 축구,여자승부차기, 양궁, 족구, 로잉머신 등의 게임을 진행한 후,
6시부터 로스쿨관 1층 로비에서 만찬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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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학술대회

학사운영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법학연구(학술등재지) 제20집 제1호 발간 (2017.3)

- 일시 : 2월 27일(월) 오전 10시
- 장소:

로스쿨관 지하1층 대강당

∎ 제3회 아시아-유럽 법 및 정치 학술대회 개최 안내
- 행사명 : 제3회 아시아-유럽 법 및 정치 학술대회

∎1학기 중간고사(4월 17일[월] ~ 21일[금])

(프랑스, 카자흐스탄, 한국)
- 주제: 아시아와 유럽의 법과 정치 체계의 기원

∎2017학년도 후기 법무전문박사과정 모집

- 일시 : 2017년 3월 30일(목) ~ 31일(금)

- 원서접수 : 5월 8일(월) ~ 5월 12일(금) 17:00

- 장소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층 국제회의실

- 면접고사 : 5월 25일(목)

- 주최 및 후원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 합격자 발표 : 6월 9일(금)

사회과학연구소, 인천지방변호사회

∎해외교류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안내

일정
프로
그램
안내

중국화동정법대 Shang

일본 추오대 로스쿨

hai Summer School

Summer Program

6월 19일(월)~7월
14일(금)

학생소식

8월 7일(월)~11일(금)

기존 : 중국법 수업 위주

http://global.chuo-u

∎수상

현재 : 견학, 세미나

.ac.jp/english/news/

‘사람중심 경북세상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등 실천 프로그램

2017/04/8996/ (링크

- 수상자: 신지수 (인하대 법전원 9기)

위주의 진행

참고 바람)

- 일시: 2017년 3월 7일(화)
‘제2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1학기 기말고사(6월 5일[월]~ 9일[금])

- 수상자: 신지수 (인하대 법전원 9기)
- 일시: 2017년 4월 10일(월)

∎2017년도 1학기 성적공시 및 강의평가 기간 안내
- 성적공시 기간: 2017년 6월 12일(월)~18일(일)

∎2017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체육대회 개최

- 성적확인 및 강의평가 방법:
포털사이트(http://portal.inha.ac.kr) 로그인 >

- 일시: 2017년 4월 28일 (금) 오후 1시

학사행정(INS) > 대학원(성적) > 금학기 성적확인 클릭

- 장소: 대운동장

> 강의평가 > 성적확인
※ 성적은 강의평가를 완료한 후 열람 가능
- 이의제기 및 정정기간: 2017년 6월 12일(월) 9:00~18일(일)
∎2017학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졸업시험) 안내
- 응시대상: 3학년생 전원(연구등록생 포함) 및 별도 신청
자(졸업생 및 수료생 등)
- 시험일자: 2017년 6월 26일(월) ~ 6월 30일(금),
[휴식일 : 6월 28일(수)]
∎2017학년도 2학기 생활관 입사 선발 안내
- 신청대상 : 법학전문대학원 2017학년도 2학기
재학생(2017-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 신청기간 : 2017년 7월 3일(월) ~7일(금)(5일간, 기일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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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원소식
∎ 교원 교외 출장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

- 백경희 교수,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 응시원서접수 : 2017. 10. 27(금) 9:00 ~ 11. 2(목)
- 시험일자 : 2018. 1. 8(화) ~ 1. 13(토)

Technology Conference, Association of Teachers

※ 1. 11.(목) 휴식일

and Researchers in Asia(ATERA), 2017. 3. 25.2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실시

Social Science (ISS2017)2017. 6. 25-28

- 응시원서접수 : 2018. 6. 29(금) 9:00 ~ 7. 4(수)
- 김현수 교수, 제19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참석, 모나

- 시험일자 : 2018. 8. 4(토)

코(국제수로기구 본부), 2017. 4. 24.- 28/ Wuhan
University China Institute of Boundary and Ocean

∎2017년도 전문박사과정 신입생 선발
- 선발 인원: 2명

Studies(CIBOS)참석, 중국 우한대학교, 2017. 6. 11-18
- 홍승기 교수, 중국 최대 지재권 학회인 남호 포럼 발표
2017. 4. 14

기 금

- 김현진 교수, JOURNEES ITALIENNES
∎인하대 로스쿨발전기금 신규 약정

D'ASSOCIATION HENRI CAPITANT 학회참가,
Accademia delle Scienze 2017. 5 .19-26

- 조동선(법전원 3기) 변호사 대표 전달자 (졸업생 21명/
교수4명), 발전기금 6천 13만원

- 이석우 교수, Australian National Centre for Ocean
Resources and Security (ANCORS)방문 및 연구협의,

- 한진우(서일 석유 회장) 인하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브리즈번(호주), 2017. 5. 24.- 6. 1

발전기금 5천만원
- 정영진 교수, 중국 화동정법대학교 방문(연구/자료수집),
상해(중국) 2017. 6. 25-28, 7.27-29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

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발전기금 신
- 손영화 교수,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바랍니다.

Horizon in Education 논문발표, 베를린(독일),
2017. 7. 13- 26/ 아시아에서의 경영환경과

청을 받고 있으니 약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유통에서의

법적 과제, 이르쿠츠크 국립대학 세미나 빌딩, 2017. 6
.29- 7. 3
- 정찬모 교수, The 8th Asia Pacific Reginal Internet
Governance
Building,

Forum

Chulalongkorn

참석,

Mahitaladhibesra

University,

Bangkok,

Thailand, 2017. 7.26.-29
∎2017학년도 2학기 연구년(직함 생략)
종료 및 복귀
개시

박인환, 이석우, 원혜욱
이석우, 김민배, 이경규, 김원오,
최준혁,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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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2-860-8826

FAX

032-860-7914

E-mail

inhalaw@inha.ac.kr

센터소식
[학생지도센터]

∎재판연구원 설명회

∎검찰임용관련 특강

- 일시: 5월 19일(금) 11:00~12:00

“학교생활과

주제

공부방법”
검찰시험 팁“
이가은 예비검사(6기졸업생)

강사
시간

“검찰설명회 및

4.4(화) 10:30-11:30

장소
대상

4.4(화) 13:30-14:30

- 장소: 로스쿨관 126호
- 대상: 재판연구원에 관심있는 로스쿨 재학생
- 강사: 장우영 판사
- 내용: 재판연구원의 역할 및 선발 방법 등

로스쿨관 126호
1학년(전체)

2,3학년
∎검찰설명회
-일시: 5월 26일(금) 10:30~11:30

∎로클럭 준비특강

- 장소: 로스쿨관 126호

- 대상: 로클럭을 준비하는 3학년 학생
일시
5.1(월)

담당
전지은

19~22시
5.2(화)

변호사
임현화

19~22시

변호사
변이섭

여름방학 중

변호사

진행

강의실

- 주제: 검찰의 역할 및 선발방법 등

민사강의+
답안작성

- 장사: 조지은 검사

205호

(첨삭지도)

[리걸클리닉 센터]
∎ 인천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방문 법률상담

추후공지

시행 및 상담기법훈련
- 일시: 3월 21일(화)~5/18(목)

∎변호사시험 사례형 답안작성 특강
- 대상: 3학년

∎김헌구 변호사(4기 졸업생, 국선변호사)특강

과목

교수

민법

백경희

일시
5.8(월)
19~22시
5.11(목)

형법

원혜욱

상법

김성탁

18-19시
추후공지

국제거래법

이경규

추후공지

강의실

- 주제 : 법률상담기법

205호

- 일시 : 5월 16일(화) 11:00~12:00
- 장소 : 로스쿨관 126호

201호

지적재산법
김원오
추후공지
※형법 - 졸업시험 안내 포함 :최준혁, 10분

∎권오용 변호사(예인 법률사무소) 특강
- 주제 : 정신보건법 위한 헌법소헌청구건 헌법불일치 결정
- 일시 : 5월 23일(화) 12:00~13:00
- 장소 : 로스쿨관 105호

∎제3회 선배와의 만남
- 일시: 5월 18일(목) 19:30-20:30

∎인천 초은고등학교 학생 헌법모의재판

- 장소: 로스쿨관 105호 강의실

- 대상 : 법조계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22명

- 강사 및 내용

- 일시 : 6월 16일(금) 14:30~17:00

1. 로스쿨 5기 이자흔 변호사 (19:30~20:00,

- 장소 : 로스쿨관 105호 모의법정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조언 등)
2. 로스쿨 6기 권형수 재판연구원 (20:00~20:30,
공부방법 및 재판연구원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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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의 MOU체결
- 일시: 2017년 4월 10일(월) 14:00
- 장소: 로스쿨관 원장실
- 내용: 장애인 권익옹호와 인권침해예방 등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체교수회의 개최
제1차

4월 11일(화) 10:30-11:30

제2차

6월 13일(화) 16:00~ / 국제회의실 216호

∎ 2주기 법학전문대학원 본평가 준비
kick off 미팅
1차 회의

2017. 5. 16(화)
2017. 6. 15(목) /
소회의실112호

2차 회의

2017. 7. 11(화) /

(workshop)

국제회의실216호

3차 회의

2017. 7. 28(금)

자기점검수행

8.9월

자기점검
보고서 제출

객관적

평가

지표 충족여부
및 자료 점검

자체평가 보고
서 초안 검토

2017. 10. 13(금)

(22212)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TEL: 032-860-8959, FAX: 032-860-7914, Email: inhalaw@inha.ac.kr
Copyright 2013 Inha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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