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The 8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온라인 & 오프라인 동시 진행
2020. 11. 25 (수) 14:00 ~ 18:00 ㅣ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

법제처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각 국의 공무원,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제경험, 아시아와 나눕니다(Asia shares legislative experience).’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 회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처의 오랜 고민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2013년 제1회 ALES가 개최된 이후 2019년까지 총 일곱 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여러 국가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제 ALES는 아시아 공동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서울)에서
온라인 ㆍ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ALES 2020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개회사

이강섭 l 법제처장

환영사

김계홍 l 한국법제연구원장

축사1

Ratih Nurdiati |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차관

축사2

나성웅 l 질병관리청 차장

14:20 ~ 14:40

기조연설

여한구 l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14:40 ~ 14:50

기념촬영 및 휴식

14:00 ~ 14:20

세션 1 |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법제

[주제1] 대한민국 감염병 관련 법제 주요내용

사회자 :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정교수

이준서 l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Nguyen Tien Duc l 베트남 국법연구원 연구원

14:50 ~ 15:50

[주제2]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관련 법제

Te-Ying Wang l 대만 과학기술법연구원 연구원
Nattanun Asawalertsak l 태국 내각사무처 상임법률자문관
윤재웅 l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15:50 ~ 16:20

[종합토론]

Yik-Ying TEO l 싱가포르 보건국립대 학장
질의 응답

16:20 ~ 16:30

커피브레이크
세션 2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위한 법제 정비와 국제공조 방안

사회자 :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6:30 ~ 16:45

[경제]

김정욱 l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16:45 ~ 17:00

[산업통상]

김주형 l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임전문위원

17:00 ~ 17:15

[교육]

변태준 l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부장

17:15 ~ 17:30

[보건]

이훈상 l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채향석 l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17:30 ~ 18:00

[종합토론]

Hsien-Li TAN l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법학부 교수
질의 응답

본 행사는 한국어-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Contact - ALES 2020 Secretariat
Email asianles2020@gmail.com

11월 9일(월) 공식 홈페이지 오픈
www.ales.co.kr

Tel +82 2 2659 0750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행사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11월 25일(수) 14시부터
ALES 2020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
생중계 보러 가기

등록기간

11.9(월) ~ 11.24(화)

온라인 참가 등록 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