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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SEL 아카데미 제3기

IT, Finance & Law 최고위과정 강좌 안내

2019. 9. 19. (목) 입학식

▪ 입학식
  - 식사: 안효질 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위상 및 ESEL의 의의”
  - 축사: 미정
▪ 주제 1 금융제도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김용재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만찬
▪ 친교의 시간

2019. 9. 26. (목)

▪ 주제 2 FinTech와 규제샌드박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위원회)
▪ 주제 3 사모펀드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김은집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2019. 10. 2. (수)

▪ 주제 4 블록체인과 정보보호: 이경호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 주제 5 블록체인의 함의와 법적 대응: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워크숍: 2019. 10. 12. (토) ~ 13. (일)

▪ 친교의 시간
▪ 주제 6 고려대학교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명순구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7 나노산업: 이동환 대표이사 (원오시스템)
▪ 주제 8 자동차 할부금융: 김인범 이사 (KB캐피탈)

2019. 10. 17. (목)

▪ 주제 9 금융관련법제의 주요 제·개정 동향: 노태석 정책자문관 (금융위원회)
▪ 주제 10 혁신적 포용국가: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청와대)

2019. 10. 24. (목)

▪ 주제 11 미술 이야기: 양정무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 주제 12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시 부당이득의 산정: 최종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2019. 10. 31. (목)

▪ 주제 13 스테이블 코인: 윤종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주제 14 전자금융거래법상 최신 쟁점: 김기창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19. 11. 7. (목)

▪ 주제 15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계약자측의 각종 의무: 박세민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16 키코 분쟁의 어제와 오늘: 박선종 교수 (숭실대 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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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4. (목)

▪ 주제 17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 김정수 대표 (금융법전략연구소)
▪ 주제 18 스마트 콘트랙트의 법적 쟁점: 김제완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19. 11. 21. (목)

▪ 주제 19 암호자산의 진화 전망과 ICO Guideline: 정승화 상무 (한국예탁결제원)
▪ 주제 20 국회 법률 제·개정의 절차와 실제: 정연호 전문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9. 11. 28. (목)

▪ 주제 2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라 제기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 박세민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22 금융분쟁과 금융소비자보호: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 (금융감독원)

2019. 12. 5. (목)

▪ 주제 23 금융범죄의 수사와 디지털포렌식: 강수진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24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 김용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2019. 12. 12. (목) 수료식

▪ 주제 25 현대 예술의 이해: 김세중 음악해설가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 수료식
  - 식사: 안효질 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축사: 미정
▪ 만찬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