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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하계대학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두 개의 병행 교육과정을 통한 심화 교육훈련 프로그
램으로, 미국 West Virginia University의 행정학과와 gLAWcal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전지구
적 법안발의 연구단체 (영국) – 두 기관의 협력 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의 Utrecht University의 법학대학, 경제학과, 그리고 Utrecht Center
for Water and Sustainability Law, 캐나다의 University of Calgary Law School, 그리고 스
페인의 Universidad Carlos III de Madrid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습니다. 2011년 University of
Eastern Piedmont(이탈리아)와 University of Provence Aix Marseille I (프랑스) 두 대학의
제휴를 시작으로, 2012년 Catholic University of Milan(이탈리아)과 Universidad Carlos III
de Madrid(스페인) 두 대학이 본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였고 2013년 University of Verona(이
탈리아), 2015년 University of Calgary Law School(캐나다)이 본 프로그램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8개의 기관들이 본 프로그램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본 프로그램은 두 개의 병행 교육과정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은 “Summer Institute on Climate Change,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기후변화, 에너지 그리고 환경보
호에 관한 하계대학”)(SICCEP)와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와 관련한 법학, 정책학, 경제학 그리고
테크놀로지로, 관련 에너지 정책, 환경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적재산권 및 기술개발 내
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은 “Summer Institut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China” (“지적재
산권과 중국에 관한 하계대학”)(IP-China)
본 하계대학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하고 있
습니다:

SICCEP

IP - China
중국 법, 기관, 그리고 정치 입문

환경, 과학, 그리고 사회: 철학적 개요

중국 지적재산권법 및 기술이전 입문

기후변화에 대한 법, 정책, 그리고 경제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에
대한 접근
Nudging the Dragon? 중국의 환경 정책결정과 태도 인터넷법
변화
초청연사 강연 – 실무자의 시각에서 바라 본 지속가능 초청연사 강연 - 지식재산권법 및 기술이전 입문
한 개발,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보호

*강의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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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 기준
본 프로그램은 여러 전공분야에 걸친 프로그램으 다음과 같은 영문서류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로, 일반 학부생 및 대학원생, 그리고 다양한 분
야(법학, 정치과학, 국제관계, 행정, 철학, 경제 등
1) 학부성적증명서를 포함한 이력서
본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전공분야)의 전
2) 영문으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3) 증명사진(.jpg 혹은 .png 파일형식)

상기에 명시된 지원서류들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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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숙박
강의 형식
강의 형식은 미 로스쿨에서 사용되는 ‘소크라테스
식 문답법’과 유사한 형식을 사용합니다. 강의 중
모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질
의응답식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교재
강의 교재는 본 프로그램 시작 전, 컴퓨터파일 형식
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험
학생들은 레포트 제출 및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수
업내 시험을 통해 성적이 메겨질 것 입니다.
라운드 테이블
본 프로그램에선 다양한 분야(법, 정치, 문화,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전문가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료증
시험을 통과한 모든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지급합
니다. 병행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각각
의 수료증을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든 시험들
은 의무과정이 아니며, 이에 따라 시험을 치르지 않
은 학생들에게는 ‘참여 수료증’을 지급할 예정입니
다(단,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숙박
모든 학생들에게 호텔 객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강의실과 도보 5분 거리
• 2인 1실
• 무선인터넷 (wifi) 및 유선인터넷 사용가능
• 세탁 서비스 이용가능 (유료)
• 주변시설 (식료품점, 미용실, 카페, 식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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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줬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존, 지적재산권 보호, 에너지 생산 등
의 관점을 통해 중국 복잡한 법적, 정치적, 그리고 사
회적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베이징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그
도시의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들 하던
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갈 때쯤 그게 무슨 말인지 이
해가 가더군요. 꼭 다시 한 번 오고 싶어요.”
- Andrea Caballe

인턴쉽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한 중국, 유럽 등 다양 Branch, Orrick Law Firm 등), 밀란 상공회의소,
한 인턴쉽 제안을 포함함.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 베를린 문화 외교기관과 같은 곳에서 인턴쉽을 수
는 지원자들을 위한 일자리 제안을 포함하고 있 행하였습니다.
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진행 기간
중 인턴쉽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인턴쉽
시작 날짜는 프로그램 직후부터 1~2년 후까지 코
디네이터들과 상담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인턴쉽 지원자들의 경우, 주 베이징 유럽연
합대사, 주 브뤼셀 유럽위원회, 이탈리아 무역위
원회(베이징 지사), 이탈리아 상공 회의소(CCIC)
(베이징 지사), 공정거래 변호사무소(FTAO)(브
뤼셀지사), AXA MPS(아일랜드), 이탈리아 법
무법인(Franzosi dal Negro Pensato Setti,
Attorneys at Law, Milan Branch and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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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취업 설명회 및 졸업생과의 만남
취업원서 및 면접 준비를 위한 개인 멘토링.
“저는 주 중국 이탈리아 대사관에 속해 있
는 Intellectual Property Desk부서의 인턴
쉽 자리를 제안 받았습니다. 인턴쉽은 본 프
로그램이 끝나고 몇일 지나지 않아 시작하였
고, 저는 6개월 동안 인턴쉽 업무를 수행했습
니다. 그곳에서 저는 본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실무에서 접해 볼 수 있었고, 그 내
용들이 인턴쉽을 수행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서 2017년도까지의 프로그램 기간동안,
코디네이터와 조교들이 모의면접과 취업설명회 및
실제 면접을 진행해왔습니다. 2017년도 마찬가지
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직업경력 및 연구계획
을 위한 일대일 멘토링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회초년생 및 대학원생들을 위한 경력관리와 네
트워킹활동에 대한 멘토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Marco Bruno

2006년 첫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가자들을 포함
한 역대 모든 참가자들이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인턴쉽 및 일자리제의를 공
유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ummerlawinstitu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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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COM-00 중국 법, 기관, 정치 입문*

IP-01 중국의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

본 강의 목적은 외국인 학생들이 중국의 사법체
계의 역사적, 철학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
제적 배경을 이해하고, 중국의 사법(私法)과 공법
(公法)에 대한 원리, 체제 및 원칙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두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다음과 같은 내
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법체계에 대
한 전반적 이해, 헌법, 행정법, 민법 및 상법, 형사
법 및 경제법. 본 강의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은 중
국 사법체계에 대한 기본적이고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의 중국의 경
제적 정치적 중요성을 두고 보았을 때, 본 강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은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
야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지적재산권(IPR)은 불완전합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이해
와 실상에서의 더 나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들
을 이해하는 것 입니다. 먼저, 본 강의는 글로벌사
회의 맥락에서 중국 지적재산권법의 역사적 발전
과 1990년대에 있었던 중미 국제조약 협상이 국내
경제개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 입니다. 다음으
로, 최근 주요 판례 분석을 통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에 대한 집행과 절차 등 지적재산권법의 현상황
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법규, 초국가적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등을 살
펴볼 것입니다.

펑 수제 교수
펑 수제 교수는 칭화대학 법대 교수로, 지적재산권 변호사이자 중
국 지적재산권법 협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법학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중국 인민대학과 산둥
대학에서 각각 법학 석사와 학사를 취득했다. 그의 연구 및 활동
분야는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 산업디자인, 도메인 주소 및 불
공정거래법을 수반하고 있으며, 그는 지적재산권 문제들에 대한
양질의 논문들을 국제 학술지 및 중국 학술지에 투고하였다. 또
한 중국 정부와 법원의 자문위원으로 초청받기도 하였으며, 50
주년 중불(中佛) 외교관계에서 50명의 대표단 중 일인으로 활동
하기도 했다.

*강의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파울로 파라 교수 (Paolo D. Farah)
파울로 파라 교수는 벨기에의 컬리지 오브 유럽에서 유러피안 법률 전공으로 법
학석사를 하였으며, 마르세유대학과 밀란대학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통합박사과
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웨스트버지니아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기
후변화, 무역, 에너지, 환경법과 정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파라 교수는 무역, 경
제지구화 그리고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가능개발, 에너지, 인권 등과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에 있어 전문가입니다. 그는 유럽연합(EU)에서 연
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gLAWcal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전지구적 법안발의 연구
단체 (영국) – 과 이태리의 University Institute of European Studies(IUSE), 두
기관의 연구 책임자입니다. 그는 하버드 법대의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베이징에서 4년간 중국의 여러 대학들과 유럽연합위원회 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베이징대학에서 하계대학의 코디네이터 및 학술간사로 활동
하기도 했습니다.

IP-02 지적재산권 및 경쟁정책에 대한 유럽, 미국, S-01 기후변화에 대한 법,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중국의 접근*
본 강의는 관련 배경지식이 없는 학생들도 주요
본 강의는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상호작용을 주제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
다룹니다. 본 강의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독점규제 니다. 본 강의의 전반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법 발전과정을 통해 중국의 독점규제법과의 잠재 를 위해 기후변화 요인, 특징, 영향, 그리고 대응
적 상관성을 살펴볼 것이며, 나아가 본 강의는 지 책과 같은 강의에서 다루게 될 모든 주제들에 관
적재산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 및 경쟁에 있어서 한 개요소개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기후
지적재산규정의 영향을 살펴봄을 통해 경쟁 차원 변화와 무역 간의 관계를 살펴볼 것 입니다. 본
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할 강의는 무역의 관점에서 환경 문제들과 관련한
것 입니다. 또한 본 강의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사 WTO 법조문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 입니다.
법시스템 안에서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 본 강의의 후반부에서는 기술이전문제와 기술이
허 자격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컴퓨터 소프트웨 전과 국제 지적재산보호 관계를 살펴보고, ‘지적
어와 같은 지적재산보호에 대한 다른 접근들도 살 재산권은 기술이전의 장애물인가, 혹은 장려책인
가?’와 같은 논란이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
펴 볼 것 입니다.
해볼 것 입니다. 또한 중국과 관련된 사례 분석을
통한 국제 지적재산권 논쟁과 관련한 중국의 역
할을 살펴 볼 것입니다.

11 *강의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S-02 환경, 과학, 그리고 사회: 철학적 개요*
본 강의에서는 환경, 과학 그리고 사회에 철학적
관점과 전지구적 조사제의와 복잡한 관계파악을
다룰 것 입니다. 수 천년 동안 인류는 자연이 영
원하고, 천연자원 또한 무제한하다고 믿어왔습니
다. 하지만 인류는 최근 자연과 천연자원이 유한
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유한성은 인류 자
신의 발전으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
다. 본 강의의 목적은 이러한 인류가 직면한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에 있어 과학적 기술지식과
사회경제적 현실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 과학 그리고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의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장 이브 오뜨비즈 교수
(Jean-Yves Heurtebise)
마르세유대학에서 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장 이
브 오뜨비즈 교수는 대만의 보인(輔仁) 가톨릭 대
학 불문학과에서 조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는 Research Centre for Comparative Epistemology and Ergology (CEPERC, AMU/CNRS)
에서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LIBEAC (유럽
과 중국의 자유주의)프로젝트의 공동설립자이자
부책임자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1년도부
터 베이징대학의 하계대학에서, 그리고 2012년도
부터 국립 둥화대학에서 생태철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의 연구는 환경철학과
비교철학 및 중국과 유럽의 지적관계 연구까지 포
괄하고 있습니다.

S-03 Nudging the Dragon? 중국의 환경 정책결
정과 행동변화*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수요와
사회경제 발전의 균형을 맞추도록 강요 받고 있습
니다. 그 결과,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은 21세
기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주요 과제가 되
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환경문제들에 관한 전통
적 공공정책 접근방식들을 분석을 통해 그러한 정
책들이 왜 실패하였으며 환경보호를 위한 개별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논할 것 입니다. 또한 본 강의
에서는 행동 경제 결론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시
행하고, 사회 • 인지 심리학과 일부 경제학적 관점
을 결합하여 경제주체들의 선택에 대한 더 나은 이
해를 시도할 것 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태도 및 행동을 탐구할 것 입니다.

페르난도 디아스 시모에스 교수
Fernando Dias Simoes
그는 포르투갈의 코임브라대학 법학부를 졸업
하였으며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대
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그는 2011
년도부터 중국의 마카오대학에서 법학부 조교
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도부터 방콕의
국제대학의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는 마카오의 유럽연구 기관과 유럽위원회로부
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국립 윤리 • 전
문성 지도기관(NIFTEP)의 2012년도 하계 워크
숍에서 펠로우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2014년
6월, 맥길대학 법학부의 객원 연구원으로 위촉
되었으며, 2014년 7월부터 그는 gLAWcal의 과
학위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국제
상업 분쟁 해결, 생산물 책임, 계약법, 그리고 소
비자 행동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3 *강의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M-01 인터넷법*
본 강의는 인터넷을 기술,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
한 공간, 그리고 시장으로 간주합니다. 본 강의에
서는 인터넷 거버넌스,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 엔드 투 엔드 아키텍쳐, 관할권, 도메인
주소 시스템, 디지털 공유물, 정보 보안, 프라이
버시, 감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규정, 사이버
범죄, 전자 상거래 및 통신과 같은 법률 관련 내
용을 탐구할 것입니다.

*강의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

그레고리 하겐 교수
Gregory Hagen
하겐 교수는 2003년부터 캘거리대학 법학부
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학장 및 대학원장
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입문하기 이전
에, 그는 웨스턴 온타리오대학에서 과학 철학 박
사학위를 수여하였으며, 1999년 브리티시 컬럼
비아의 법정 변호사로 두 곳의 국가법률법인에
서 보안 및 기술법 분야에 종사하였습니다. 하겐
교수는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캐나다의 오
타와대학에서 관습법을 가르쳤으며, 웨스턴 온
타리오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2005년
여름에는 홍콩대학에 Duke University’s Asia
America Institute in Transnational Law의 객
원교수로 임명되었으며, 그곳에서 “감시, 기술
및 국가보안: 시민자유 이슈”과목을 공동지도
하였습니다. 또 그는 2008년 아프리카 가나대
학의 법학부에서 한학기 동안 객원교수로 서아
프리카지역 지적재산권 및 개발 연구조사에 참
여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법률협회 일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벨 교수
Daniel A. Bell
베이징 칭화대학 Schwarzman Scholar Program 석좌
교수
칭화대학 Berggruen Institute of Philosophy and Culture 감독
하계 법률대학 초청강사

데이비드 폴라도어
Mr. Davide Follador
Expert, Intellectual Property: A Key to Sustainable
Competitiveness (IP Key - An EU project implemented and co-financed by OHIM in partnership
with the EPO)
하계 법률대학 초청강사

스테파이나 스타푸티 교수
Stefania Stafutti
주 중국 이탈리아 대사관 소속 이탈리아 문화원 디렉터
하계 법률대학 초청강사

매프 지아 구이
Mr. Meph Jia Gui
Global Law Office 파트너 변호사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중재기관 중재인
The Asian Legal Business (ALB) 주최 “The Client
Choice Top 20 Lawyers In China (2013)” 수상
하계 법률대학 초청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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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SICCEP와 IP-CHINA 두 교과과정 수업료는
5000유로 (한화 약 6,800,000원)(으)로 호텔
숙박비를 포함 한 가격입니다. 강의등록 일시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수업료 변동이 있을 수 있
습니다. 환율과 이체 수수료는 지원자가 부담합
니다.
위 수업료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교수, 각 분야 전문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대표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수업, 세미나 및 회의
2. 시험 응시 비용. 두 교육과정의 시험에
서 최저점수를 넘을 경우 해당 수료증이
발급되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호텔
4. 호텔과

숙박비(p.
캠퍼스

7
내

설명

참고)

인터넷

이용

5.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개인 멘토링
6. 중국 및 기타 국가 내 인턴쉽 기회 제공
7. 인턴쉽

및

취업설명회

참여

8. 본 프로그램의 모든 참가자들은 향후 수료
생들이 제공하는 주기적인 인턴쉽 및 일자리
관련 정보를 구독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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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및 수업료 면제
최빈개발도상국 출신 지원자들
본 하계 법률대학은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
국 출신 지원자들에게 부분장학금 혹은 전액장학
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 장학금 혜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서류
들을 보내주십시오.
1. 에세이 – ‘본 프로그램이 어떻게 본인의 전문직
업역량개발 및 경력개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 인
가?’에 대한 답변 (최대 2페이지).
2. 동영상 – 간단한 자기소개, 관심 분야, 적극적인
참여의사, 2017 중국 하계 법률대학이 어떻게 본
인의 경험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본인이 왜 장학
금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최대 2분).
외부 기관들로부터의 장학금 혜택 및 본 기관의 수
업료 면제 시 참고를 위해서 지원자들은 본인이 부
담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의 양을 밝혀야 합니다.
이후 장학생 선발위원회가 지원자들의 프로필과
자격요건을 바탕으로 장학금 및 수업료 면제 여부
를 판단할 것 입니다.
그 외 지원자들
파트너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지원자들 중 일부 지
원자들에게 장학금혜택을 지원할 것 입니다. 그러
나 지원 시 해당 장학금혜택을 지원조건으로 고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서 최
고의 활동을 펼친 몇몇 학생들에게는 일부 수업료
면제 혜택이 주어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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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Partners

Summer Law Institute

Jean-Yves Heurtebise
Université de Provence,
Aix Marseille I - CNRS

www.summerlawinstitute.com
info@summerlawinstitute.com

jy.heurtebise@gmail.com

@SLI_China!

Gregory Hagen
University of Calgary,

https://www.facebook.com/SummerLawInstituteChina?ref=hl

ghagen@ucalgary.ca

Paolo Davide Farah

Scientific Director and Program Coordinator Manuel Ángel Bermejo Castrillo
Universidad Carlos III de Madrid
paolofarah@yahoo.com
mbermejo@der-pu.uc3m.es
@PaoloDFarah
Cooperating Institutions
https://wvu.academia.edu/PaoloDaPiercarlo Rossi
videFarah
University of Eastern Piedmont, Faculty of Economics
http://paolofarah.wordpress.com
piercarlo.rossi@eco.unipmn.it

Scientific Committee

Francesco Bestagno
Catholic University of Milan, Faculty of Law

West Virginia University (WV, USA)
gLAWcal – Global Law Initiativ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Kingdom)

francesco.bestagno@unicatt.it
Giulia Rossolillo
University of Pavia,
Faculty of Law

www.glawcal.org.uk

giulia.rossolillo@unipv.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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