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운·조선·물류·수산 최고위과정 강좌 안내
(ESEL 아카데미 제2기)

2019. 4. 10. (수) 입학식
▪ 입학식 18:30-, 고려대 CJ법학관 지하 베리타스/리베리타스 홀
- 환영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동창회장)
▪ 프로그램 소개
- 김인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운‧조선‧물류‧수산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 리셉션(저녁 식사)
- 주제 1 삼국유사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해양지향성(최광식 명예교수, 고려대)
2019. 4. 17. (수)
▪ 주제 2 정기선 운항(류창근 사장, 현대상선)
▪ 주제 3 부정기선 운항(정갑선 전 부사장, 팬오션)
2019. 4. 24. (수)
▪ 주제 4 상법상 해운기업 보호수단(김인현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5 최저임금제와 선원(박지순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19. 5. 1. (수)
▪ 주제 6 해운기업의 선박확보를 위한 다양한 금융 방법(이동해 본부장, 산업은행)
▪ 주제 7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기능(박광열 본부장, 해양진흥공사)
2019. 5. 8. (수)
▪ 주제 8 선박금융사의 법적 책임(정우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주제 9 조선해양 기자재산업의 현안(공길영 원장,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워크숍: 2019. 5. 11. (토) ~ 12. (일)
▪ 친교의 시간
▪ 주제 10 선박건조업 개론(유병세 전무, 조선해양플랜트협회)
- 현장 방문(울산, 현대중공업)
2019. 5. 15. (수)
▪ 주제 11 선박건조계약 및 RG(이철원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주제 12 <인문학강좌>
유교, 현대인을 위한 삶의 기술(한형조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5. 22. (수)
▪ 주제 13 해운정책 국제비교론(한종길 교수, 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부)
▪ 주제 14 카페리 및 크루즈산업(김현겸 회장, 팬스타)
2019. 5. 29. (수)
▪ 주제 15 부산항 항만물류업 발전방향(남기찬 사장, 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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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16 인천항 항만물류업 발전방향(남봉현 사장/이정행 부사장, 인천항만공사)
2019. 6. 5. (수)
▪ 주제 17 보험법 기초(박세민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18 해상보험실무(안상갑 상무, 한화손해보험)
2019. 6. 12. (수)
▪ 해운‧조선‧물류산업의 상생방안에 대한 좌담회(주제 19, 20)
- 사회: 김인현 교수(고려대)
- 제1주제 발제자: 정기선해운-김영무 부회장(선주협회)
- 제2주제 발제자: 부정기선해운-김칠봉 대표이사(대한해운)
- 제3주제 발제자: 조선업-유병세 전무(해양조선플랜트협회)
- 토론자: 미정(해운회사, 무역협회, 2자 물류회사, 언론계, 연구단체)
2019. 6. 19. (수)
▪ 주제 21 해운기업의 구조조정과 해사도산법(정병석/윤희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주제 22 해운회사 도산실무(이종민 회장, 인터오션 MS회장)
2019. 6. 26. (수)
▪ 주제 23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된 물류혁명(김대기 교수, 고려대 경영대학)
▪ 주제 24 재미있는 회계와 세무(이만우 교수, 고려대 경영대학)
2019. 7. 3. (수)
▪ 주제 25 수산업계의 현안(공노성 대표, 수협중앙회)
▪ 주제 26 원양수산업의 현황과 타개책(미정)

■ 2019. 7. 10. (수) 수료식
▪

특별강연(주제 27)
- 나와 함께한 해운항만업 회고(미정)
-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미래(미정)

▪ 수료식
▪ 예술 공연: 가야랑 가야금 연주
▪ K-Party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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