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SEL 아카데미 제5기
     해운·조선·물류·수산 최고위과정 제4기 강좌 안내

1. <제1주 강의> 3월 10일(목)
- 정기선 영업(유창근 전 현대상선 사장) 
- 부정기선 영업(김칠봉 전 대한해운 부회장)

2. <제2주 강의> 3월 16일(수)
-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흐름(김영무 부회장, 한국선주협회) 
- 농업분야의 스마트화를 배우자(정혁훈 부장, 매일경제신문)

3. <제3주 강의> 3월 23일(수)
- 해사법 개론(이윤철/김진권 교수 한국해양대) 
- 해양플랜트 산업(신언수 전 대우해양조선 전무)

4. <제4주 강의> 3월 30일(수)
-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혁명(인호 교수,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
 
5. <제5주 강의> 4월 6일(수)
- 조선산업의 현황(유병세 전 전무, 해양조선플랜트협회)
- 선박건조계약/BBCHP의 처리방안(정우영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6. <제6주 강의> 4월 15일(금)/16(토)
  <선상세미나, 울릉 크루즈를 타고 울릉도 방문, 영덕대게파티>
- 선박금융일반론(이기환 교수, 한국해양대)
- 산업은행의 선박금융에서의 역할(장세호 실장, 산업은행)

7. <제7주 강의> 4월 20일(수)
- 물류산업의 이해(양창호 교수, 전 KMI 원장)
- 항공산업, 4차산업혁명과 드론(김종복 명예교수, 한국항공대)

8. <제8주 강의> 4월 27일(수)
- 우리나라 물류기업의 성공사례(김형태 부사장, 삼성 SDS) 
- 4차 산업혁명과 물류(김대기 교수, 고려대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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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9주 강의> 5월 4일(수) 
- 크루즈 산업 및 한일 여객선 사업(김현겸 회장, 팬스타)
- 해양진흥공사의 기능과 역할(박광열 본부장, 해양진흥공사) 

10. <제10주 강의> 5월 11(수)
- 해상법 개론 (정병석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중대재해처벌법(송인택 변호사, 전 울산지검장)

11. <제11주 강의> 5월 18일(수)
- 경쟁법 일반이론(이황, 고려대 로스쿨 교수)
- 해운산업과 경쟁법(윤세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12. <제12주 강의> 5월 25일(수) 
<원우회 주최 세미나-해운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좌담회>
 (김현 변호사, 한종길 교수, 유병수 전 산업은행 본부장 등)  
 - 16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함
<저녁식사-부페식>
- 보험법 일반이론(박세민, 고려대 로스쿨 교수)
- 해상보험 실무(권오정, 삼성화재 부장)

13. <제13주 강의> 6월 6월2일(목)
- 회계학 일반이론(이만우 교수, 고려대 경영대)
- 해운과 세무(이연호 회계사)

14. <제14주 강의> 6월 8일(수)
- 노동법 일반이론(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 선원법(전영우 교수, 한국해양대)

15. <제15주 강의> 6월 15일(수)<인문학 강좌>
- 4차 산업혁명과 법(이대희 교수, 고려대 로스쿨) 
- 자율운항선박과 전자선하증권(김인현 교수, 고려대 로스쿨)

16. <제16주 강의> 6월 22일(수)
- 우리나라 수산업 정책(김준석 실장, 해양수산부)
- 수산업을 제대로 알자(홍진근 대표,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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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주 강의> 6월 29일(수)
- 고려시대의 해운(이진한 교수, 고려대 교수)
- 해양문학(최영호 박사, KIOST) 

18. 7월 중 수료식  
- 축사 원우회장/ 국회 농수해위 위원장 등
- 초청 특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