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ROKAF),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thanks to national support, has attained 

the highest level of air force power, capable of operating advanced 

aerospace weapon systems including F-35A stealth fighter aircraft and 

aerial refueling aircraft. Nevertheless, there remains the challenge of 

enhancing aerospace power, following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hanges in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war paradigm,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To this end, it is required to constantly review and ameliorate 

relevant law, regulations and applicable policies.  

As part of this effort, the ROKAF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would like to hold a discussion on topics including the military use of 

electromagnetic waves and its legal issue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regarding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military satellites, and 

legal proposa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erospace and defence 

industry, by co-hosting the 2019 Air and Space Law Seminar, titled "Legal 

Issues and Tasks in the Enhancement of Aerospace Power", with the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Held annually since 2003, the Air and Space Law Seminar has 

contributed to establishing a legal foundation in the interest of building a 

solid air and space force. With prominent experts in a variety of fields, this 

year's seminar will provide a forum for in-depth and expansive discussion. 

We would sincerely appreciate the honor of your presence at the seminar 

so that your valuable opinion may be heard.

October 2019

10:00∼10:30     Registration
 

10:30∼11:30     Opening Ceremony

 Opening Remarks : General Won, In Choul, Chief of Staff, ROKAF

   Welcome Remarks :  Prof. Choi, June Seon, President,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Congratulatory Remarks :  Lee, Sang Min, Member of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Kim, Hyung Yun, Ministe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eynote Address :  Prof. Kim, Han Taek, Profess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Contemporary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in Air and Space Law)

11:30∼11:40     Photos

11:40∼12:40     Luncheon

13:00∼15:00     Presentations

 1. The Military Use of Electromagnetic Waves and its Legal Issues

      (Lt. Col. Lee, Hyung Il, Chief Presiding Judge, Trial ChamberⅡ of Air Force 

Court-Martial) 

 2.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Law for Enhancing Defense Space Power

     (Dr. Cho, Hong Je, Professional Researcher,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3. Legal Proposa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Aerospace and Defense Industry

     (Jung, Won, Partner, Yulchon LLC) 

 4. Emerging Issues in International Space Law(US Perspective)

     (Maj. Matthew Lynch, SJA, U.S. 8th Fighter Wing) 

15:00∼15:20     Break

15:20∼16:20     Discussion

(Moderator : Suh, Young Duk, Managing Partner, Choong Mu Law Firm) 

 - Yoo, Jae Eun, Director, Legislative Branch,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Dr. Jung, Yung Jin, Senior Researcher,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  Prof. Lee, Dong Kyu, Professor, Department of Comprehensive Aviation Studies, 

Hanseo University                          

 - Yu, Yong Weon, Editorialist and Military Reporter, The Chosun Ilbo

 - Jang, June Young, Partner, Shin&Kim 

       16:20    Closing 
General Won, In Choul

Chief of Staff
Republic of Korea Air Force

Professor Choi, June Seon

President,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2019   

Air and Space Law Seminar 

INVITATION Order of Events

인쇄 : 국군인쇄창



※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ation

지하철 : 1호선 대방역 5번 출구(도보 5분) 

버    스 :  150, 153, 461, 505, 753(지선) / 5531, 5534, 5623, 5633, 6513, 6514(간선) 

5601(좌석) / M5609(광역) / 영등포07(마을)

※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항공우주법 연구위원회 The Air and Space Law Research Center

TEL : (일반) 042-552-2908∼9 / (군) 920-2908∼9 

H·P : 010-5078-9812

E-mail : (인트라넷) jgl22@af.mil / (인터넷) ringij@naver.com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의 내용을 아래 연락처 중 편한 방법으로 

2019. 11. 1.(금)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참석구분

세미나 오찬
우리 공군은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창군 70주년을 맞은 현재 F-35A 스텔스 

전투기, 공중 급유기 등 첨단항공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최고 수준의 공군력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첨단기술의 발달, 세계의 안보환경 및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 등은 우리 군에게 더 나은 

항공우주력 발전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관련 법ㆍ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공군 법무실은 『항공우주력 증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과 법적 쟁점, 군사위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 항공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언 등에 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개최되어 온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항공우주군 건설을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각계의 저명한 전문가 

분들과 함께 깊이 있고 발전적인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귀중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 10.

공군참모총장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대장 원인철                                         회장 최준선        

초 청 말 씀 진 행 순 서

10:00∼10:30     등  록

 

10:30∼11:30     개회식

 개회사 :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환영사 : 최준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

 축   사 :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

              김형연 법제처장                           

 기조연설 :  김한택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대 항공우주법의 쟁점과 과제)

 

11:30∼11:40     사진촬영 및 이동

11:40∼12:40     오  찬

13:00∼15:00     주제발표

 1.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과 법적 쟁점(이형일 공군군사법원 재판2부장)

 2.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방향(조홍제 국방대 전문연구원)

 3. 항공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제언(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4. 국제 우주법의 최근 이슈(미국의 관점)(Lynch 美 8전투비행단 법무실장)

15:00∼15:20     휴  식

15:20∼16:20     종합토론

 * 사회 : 서영득(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 유재은(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정영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동규(한서대학교 항공융합학부 교수)

 - 유용원(조선일보 논설위원, 군사전문기자)                

 - 장준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6:20     폐 회 

참석자 사전등록 RSVP

서울 공군회관 오시는 길 Directions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

2019   

항공우주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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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20     휴  식

15:20∼16:20     종합토론

 * 사회 : 서영득(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 유재은(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 정영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동규(한서대학교 항공융합학부 교수)

 - 유용원(조선일보 논설위원, 군사전문기자)                

 - 장준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6:20     폐 회 

참석자 사전등록 RSVP

서울 공군회관 오시는 길 Directions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

2019   

항공우주법 세미나 

* 알파벳 제이 지 엘, 숫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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