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대학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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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은 그 교육목표를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에 기초한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통하여, 장차 법조계, 행정계, 

정계, 경제계, 국제기구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능한 민주법치시민을 양성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n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사회적 수

요에 부응하는 법률 지식인

- 법학개론, 법철학, 법사회학 등 법과대

학 과목이외에 사회과학대학 등 타 학과

에 개설된 논리학이나 대학전공기초 교과

목인 일부 개론 교과목에 대해서도 법학

과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여 충실한 인문학

적 소양 위에서 국가의 통치이념과 국가

와 사회의 운영원리와 기본권 보장의 당

위성을 학습하여 공적 사명감과 인권의식

을 함양하는 과목을 다수 개설하고 실습

과정을 제공함.

n 세계화를 선도하는 교육 – 창조적 / 진

취적 도전자

- 심화된 국제법무 교육 그리고 다양한 

국제관계법과 현대사회 특별법을 개설하

여 국제정치와 군사안보가 결합하고 세계

경제와 국가안보가 맞물려있는 융복합적 

법률분쟁에 대해서도 이해와 인식을 도모

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함.

n 민주법치시민의 양성

- 기본 6법의 학습을 통하여 사회의 운영

원리와 기본권 보장의 당위성 그리고 공

동체 사회에서의 계약의 필요성과 중요성

을 학습하여 학생들의 공적 사명감과 인

권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을 다수 개설하

고, 법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는 1949년 

정경학부 법학과가 처음 문을 연 이래로, 

1953년 법정대학 법학과로 분리되었다가 

1988년 법과대학으로 독립한 후, 출범하

여 그 동안 시대의 발전과 병행하여 법학

을 선도하고,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여 

배출해 왔습니다. 동국법학의 역사는 이

처럼 헌정 이후 한국법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였으며 우리 대학이 배출한 인재

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눈부신 발전을 

하기 까지 국회, 행정부, 사법부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지도자 또는 봉사자로서 

훌륭한 활동을 해왔고, 법학 연구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학(法學)은 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공동체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한 

법률분쟁에 대한 해결을 위한 실용법학과 

 ● ● ●  Department of Law

법학과

 
교육목표 및 인재상 

 학과(전공) 소개

 최근 학문의 조류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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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본질과 이념 등 법 규범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지향하는 이론법학(기초법

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法)은 공

동체 질서 유지의 필수적인 규범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공동체 존립의 밑바탕입니다. 또한 역으

로 공동체의 구성원인 일반시민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공동체 사회

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며 

인격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현대법학은 기본6법을 근간으로 하면서

도 국내외를 아우르는 새로운 전문법 영

역을 탄생시키면서 지속적으로 발전과 변

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

회의 법률가는 융복합적인 지식과 인문학

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법학은 분쟁해결

을 위한 목적 지향적 학문으로 어떤 경우

에도 상아탑에서의 이론법학에만 머물 수

는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발전에 부합하는 법학의 기초이론

과 그에 따른 실정법의 해석방법론적 연

구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통

한 실질적 법학교육이 필요한 연유입니

다.

 이에 우리 동국대학교 법학과는 대한민

국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법학의 경향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법률 환경 변화에 따

른 법률가를 양성하여 그들이 국가와 사

회 각계각층에서 쉽게 적응하고 빼어난 

동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교과과정을 점

검하여 필요한 영역은 수시로 반영을 할 

것입니다.

진로 및 취업분야

법학전공자들의 진출방향은 변호사·공인

회계사·공증인사무소, 행정기관 등 공공기

관의 재무팀 내지 법무팀, 은행, 보험회

사, 기업의 법무팀, 법률전문잡지 출판사, 

해운업이나 해운업 고객회사(선박회사, 통

관화물취급업자, 해운 대리점, 국제운송업

자, 해항 법무담당 관리직, 해사감정인, 

해상보험업자, 육상운송 및 항공운송 보

조인, 국제매매와 운송관리자, 물류관리사

(logistics), 항공회사, 항공운송 관련기업

(통관화물취급업자, 운송보조인, 여행대리

점, 항공기제조업자, 회계사무소), 감정평

가기관 직원, 사법경찰관, 헌병대원, 사법

관리, 교정행정 및 소년의 사법적 보호를 

담당하는 행정직원, 군·읍·면의 범죄예방

관련 공무원, 세관과 세무서직원, 국제기

구직원, 비정부기구(NGO) 등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법학과는 졸업생들의 진로로 

국내외 로스쿨, 공공리더(공무원, 입법보

좌관, 지방의회, 국제기구, NGO), 법무실

무가(정부투자기관이나 기업 법무실, 국가

공인 자격증 취득 등)의 길을 예상하고 

동국법학 학사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그 어떤 학문전공자 보다도 용

이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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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능력과 학습성과

❏ 전공능력 

순번 전공능력 전공능력에 대한 설명

1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리걸마인드의 역량강화

사회과학의 분야인 법학을 인문학과 결합하여 리걸마인드를 

함양한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시키는 능력

2 전문 법률지식 역량 강화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함양한 인재로 배양하는 능력

3 창조적/진취적 역량 강화
새롭게 변화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법률문제에 있어 창의/진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4
민주법치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 전공능력과 5대 핵심역량 연계

순번 전공능력 창의융합 디지털 자기개발 소통협력 글로벌시민

1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리걸마인드의 역량강화
O O

2 전문 법률지식 역량 강화 O O

3 창조적/진취적 역량 강화 O O

4
민주법치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O O

❏  학습성과   

전공능력 구분 학습성과 학습성과 수행준거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리걸마인드의 

역량강화

1-1
문학적 사고와 리걸마인드를 바탕으로 다

양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

사회과학의 분야인 법학을 

인문학과 결합하여 리걸마

인드를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시키는 능력
1-2

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소양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전문 법률지식 

역량 강화

2-1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법

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사회과학의 분야인 법학을 

인문학과 결합하여 리걸마

인드를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시키는 능력
2-2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에서 시행

하는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창조적/진취적 

역량 강화

3-1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창의 융합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새롭게 변화하는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

제적인 법률문제에 있어 

창의/진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3-2

국제적인 법률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세

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다문화에 관심을 가져 보다 전문적인 법

률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민주법치시민으로

서의 역량 강화

4-1
다양한 개성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발

생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

현하고국제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자주적

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

력

4-2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는 법률을 제

정, 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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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이 상 영

전 공 분 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재산법, 채무자회생법, 비교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민법총칙 채권총론 물권법 계약법

대 표 저 서

계약법, 박영사, 2021 

채권총론, 박영사, 2020 

외국파산법,  동국대출판부, 2007

대 표 논 문

민법 기초이론으로서 처분수권의 입법필요성, 비교사법 제27권 제4호, 2020

보증계약상 채권자에 의한 보증인 지위의 침해, 법학논총 제30권 제3호, 2018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관한 독일 개정 파산법과의 비교, 법조, 2017

강 동 욱

전 공 분 야  형사법

세부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법판례연습

/형사소송법판례연습

대 표 저 서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에 따른 불심검문 - 이론과 실무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 아동학대(공저)

 형사소송법강의/ 강의 형법총론

대 표 논 문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채취 및 활용의 허용 여부 

 한국의 아동학대의 현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제도적 대응에 관한 고찰

박 민 영

전 공 분 야  행정법

세부연구분야  행정소송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구제법 부동산공법

대 표 저 서  도로하자론

대 표 논 문

 미연방대법원 기본권 판례연구

 집단소송론

 의료기본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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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희 원

전 공 분 야 국가정책‧안보법

세부연구분야 법학입문, 국가정보법,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국제기구법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IUPUI)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ack
Master of Law

박사학위과정 호서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국가정보법 인권법 법학개론 인공지능(AI)법

대 표 저 서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국가정보학원론

 국제기구법 총론, 국제인권법 총론

 신법학입문, 정의로의 산책(정의론: On Justice)

대 표 논 문

 국제기구의 법인격 주체성과 권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앙법학, 2009).

 The Impact of Terrorism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 hints from the Legal 
Cases and the Terrorist Surveillance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중앙법학, 2008).

 Newly arising issues on the limitation of intervention law and refugees  und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Atoms for Peace: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 No. 4, 2007).

이 훈 종

전 공 분 야  상사법

세부연구분야  회사법, 자본시장법, 유가증권법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상법총론 회사법 유가증권법 자본시장법

대 표 저 서
 이야기로 듣는 상법, 동방문화사, 2019.

 디지털사업에 관한 법 이야기, 글누림, 2005.

대 표 논 문

 민사시효와 상사시효 구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59권, 2020.

 자기주식처분과 주식평등원칙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3호, 2016.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법조 제68권 제2호, 2019.

변 종 필

전 공 분 야  형사법, 법철학

세부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법철학

대 표 저 서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역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형법해석과 논증, 세창출판사, 2012

 순수법학(2인 공역), 길안사, 1999/ 법적 논증이론(3인 공역),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대 표 논 문

 형법해석과 정당화, 형사법연구 제29권 제4호, 2017 

 형법해석ㆍ적용에서 규범적 평가기준의 활용과 논증의 문제,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7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강원법학 제46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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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성 혜

전 공 분 야  노동법, 사회보장법

세부연구분야  개별적 노동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학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독일 Bonn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사회보장법 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Bonn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사회보장법 전공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노동법 노동분쟁법 사회보장법 법학개론

대 표 저 서

 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 한국학술정보, 2010

 외국의 근로계약법제 도입과정 및 내용분석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2009. 11, 

 법학입문(개정판), 도서출판 두남, 2002

대 표 논 문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보호, 노동법학 제79호(2021. 9. 11.)

 방문취업 재외동포의 이중적 지위와 개선과제, 사회법연구 제41호(2020)

 노동법보호의 역설, 사회법연구 제37호(2019)

김 상 겸

전 공 분 야  헌법

세부연구분야  기본권, 헌법재판, 스포츠법, 개인정보법, 문화예술법, 보건위생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법

대 표 저 서

 헌법학

 공학도를 위한 법학개론

 과학기술법제

대 표 논 문

 스포츠법제의 정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재난관리와 국민안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현대적 의미

최 봉 석

전 공 분 야  행정법

세부연구분야  행정법일반이론, 지방자치법, 환경법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Hannover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지방자치법 환경법

대 표 저 서

「행정법총론」, 삼원사, 2018.

「지방자치법론」, 삼원사, 2018.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4.

대 표 논 문

 “지방분권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과제”, 법학논총, 2018.

 “이행강제금의 법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입법적 과제”, 비교법연구, 2016.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미국법의 대응과 시사점”, 미국헌법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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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창 렬

전 공 분 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재산법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가족법

대 표 저 서
 ｢채권총론｣(공저), 출박영사, 2020

 ｢위약금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대 표 논 문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토지법학 제37권 제2호, 한국토지법학회, 2021

“양해각서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 민사법학 제33권 제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7 

“도로소음으로 인한 환경침해의 방지청구권”,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한국환경법학회, 2016

김 도 현

전 공 분 야  기초법

세부연구분야  법사회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법사회학 법학개론 법제사 법경제학

대 표 저 서

 법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소송과 법조

 법과 사회

대 표 논 문

 사회학적 법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 법관의 커리어 패턴 분석

 민사소송의 변호사 대리율 현황과 추이

오 미 영

전 공 분 야  국제법

세부연구분야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학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律学科 法学 학사

석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学研究科 法学 석사

박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学研究科 法学 박사

담 당 과 목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국제인권법 국제경제법

대 표 저 서

『국제법기본판례50』,  박영사,  2018.   

『국제투자협정과 ISDS』, 한국학술정보, 2012

『国際人権法の国内的実施』,  信山社,  2011

대 표 논 문

글로벌 보건안보와 전염병, 『비교법연구』, 2020. 8

국제평화와 안전의 보장과 UN의 한계와 미래: 집단 안보체제로서의 UN은 유효한가?, 『평화학연구』, 
2020. 12

인권조약의 유보와 일본의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규제, 『법학논총』, 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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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제

전 공 분 야  헌법

세부연구분야  언론ㆍ출판ㆍ방송, 헌법입증방법론

학사학위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부산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Bonn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sche 

Fakultät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부산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독일 Bonn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sche 

Fakultät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법

대 표 논 문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의 개선방안, 인문사회 21, 12권 제5호, 2021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권 보장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학연구, 33호, 유롭헌법학회, 2020

헌법의 침해, 공법연구, 2011. 6., 41면 이하.

서 계 원

전 공 분 야  지적재산권법

세부연구분야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생명공학과 법, 정보법, 과학기술과 법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법과대학 이학사/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저작권법 산업재산권법

대 표 저 서

 1. 특허법 주해(공저), 박영사, 2010

 2. Entertainment Law(공저), 박영사, 2007

 3. 생명공학법제,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대 표 논 문

 1. 徐啓源, “著作權 制度의 自生的 起源에 관한 硏究 -中國과 우리나라의 出版文化를 中心으로-”, 季刊 
著作權 第24卷 第2號, 韓國著作權委員會, pp.83-112, 2011.

 2. 徐啓源, “公正利用 法理(fair use)의 國內法 編入에 대한 實證的 硏究”, 法學硏究 第51卷 第4號, 釜
山大學校 法學硏究所, pp.159-192, 2010.

 3. 徐啓源・李海燕, “中国法律关于商标与商号权之间冲突的立法现状与解决途径”(中國法에서 商標權과 商
號權의 衝突 및 解決方案), 知識財産硏究 第4卷 第1号, 韓國知識財産硏究院, pp.27-77, 2009.

이 용 중

전 공 분 야  국제법

세부연구분야  국제기구법/국제분쟁해결

학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정책학전공)

University of Leiden 법학과 법학석사(LL.M.)

박사학위과정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법학과 법학박사(Dr.iur.)

담 당 과 목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국제관계와국제법 전쟁법

대 표 저 서
 Legal Issu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Armistice System(Kluwer: 2002)

 China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21st century, 2013)

대 표 논 문

 The “Peace Treaty” as a U.S. Doctrinal Option and Its Application to the DPRK: A Historical and 
Analytic Review (Cornell Interntional Law Journal, Vol.51:1)

 Will Trump’s Military Option against North Korea Work? Legal and Political Restraints ( at Journal 
of East Asia & International Law, Vol.10: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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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규 철

전 공 분 야  과학기술법

세부연구분야  개인정보법, 인터넷과 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 당 과 목 개인정보법 과학기술법 인터넷법 인터넷정책과법(교양)

대 표 저 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률(번역)

 시간과 공간의 연결 인터넷 이야기(정책과 법)

 개인정보와 법

대 표 논 문

 판례에서 나타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내용 비밀녹음에 대한 비판적 소고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대책 실행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유럽연합과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개선을 위
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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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교육과정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전공구분 이수대상 원어강의 개설학기 비고

LAW2017 상법총론 3 3 0 기초 학사1,2년 1

LAW2032 과학기술법 3 3 0 기초 학사2년 1

LAW2037 기본권론 3 3 0 기초 학사1,2년 2

LAW2038 통치구조론 3 3 0 기초 학사1,2년 1

LAW2039 헌법총론 3 3 0 기초 학사1년 1

LAW2042 법제사 3 3 0 기초 학사1,2년 2

LAW2044 형법총론 3 3 0 기초 학사1년 2

LAW2046 행정법총론 3 3 0 기초 학사1,2년 공통

LAW2047 채권총론 3 3 0 기초 학사1,2년 1

LAW2048 민법총칙 3 3 0 기초 학사1년 1

LAW2049 물권법 3 3 0 기초 학사1,2년 2

LAW2050 회사법 3 3 0 기초 학사1,2년 2

LAW2053 법학개론 3 3 0 기초 학사1,2년 1

LAW2057 계약법 3 3 0 기초 학사1,2년 2

LAW2058 행정법각론 3 3 0 기초 학사1,2년 공통

LAW2065 법논리학 3 3 0 기초 학사2년 2

LAW2068 인공지능(AI)법 3 3 0 기초 학사1,2년 2

LAW2069 형법각론 3 3 0 기초 학사1,2년 1

LAW2070 국제관계와국제법 3 3 0 기초 학사1,2년 1

LAW2071 전쟁법 3 3 0 기초 학사1,2년 2

LAW4001 형사소송법 3 3 0 전문 학사3,4년 1

LAW4007 가족법 3 3 0 전문 학사3,4년 2

LAW4011 노동법 3 3 0 전문 학사3,4년 1

LAW4013 형사정책 3 3 0 전문 학사3,4년 1

LAW4022 유가증권법 3 3 0 전문 학사3,4년 1

LAW4036 경제법 3 3 0 전문 학사3,4년 1

LAW4038 산업재산권법 3 3 0 전문 학사3,4년 1

LAW4045 사회보장법 3 3 0 전문 학사3,4년 2

LAW4048 환경법 3 3 0 전문 학사3,4년 2

LAW4052 저작권법 3 3 0 전문 학사3,4년 2

LAW4065 법철학 3 3 0 전문 학사3,4년 2

LAW4066 자본시장법 3 3 0 전문 학사3,4년 2

LAW4080 국제법총론 3 3 0 전문 학사3,4년 2

LAW4081 행정구제법 3 3 0 전문 학사3,4년 2

LAW4082 국제법각론 3 3 0 전문 학사3,4년 1

LAW4084 헌법소송법 3 3 0 전문 학사3,4년 2

LAW4089 노동분쟁법 3 3 0 전문 학사3,4년 2

LAW4094 보험법 3 3 0 전문 학사3,4년 2

LAW4101
개인정보법

(캡스톤디자인)
3 3 0 전문 학사3,4년 1

LAW4105
인터넷법

(캡스톤디자인)
3 3 0 전문 학사3년 2

LAW4108 부동산공법 3 3 0 전문 학사3,4년 1

LAW4109 불법행위법 3 3 0 전문 학사3,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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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112 국가정보법 3 3 0 전문 학사3,4년 2

LAW4113 입법론 3 3 0 전문 학사3,4년 2

LAW4114 국제인권법 3 3 0 전문 학사3,4년 2

LAW4123 국제기구법 3 3 0 전문 학사3,4년 1

LAW4125 지방자치법 3 3 0 전문 학사3,4년 1

LAW4135 담보법 3 3 0 전문 학사3년 1

LAW4137 형법판례연습 3 3 0 전문 학사3년 1

LAW4138 형사소송법판례연습 3 3 0 전문 학사3년 2

LAW4140 국제경제법 3 3 0 전문 학사3,4년 1

LAW4144 법사회학 3 3 0 전문 학사4년 1

LAW4145 세법 3 3 0 전문 학사4년 1

LAW4147 피해자학 3 3 0 전문 학사4년 2

LAW4154 법경제학 3 3 0 전문 학사4년 2

LAW4156 인권법 3 3 0 전문 학사3년 1

LAW4157 민사소송법 3 3 0 전문 학사3,4년 2

 필수이수 권장과목

-헌법: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민법: 민법총칙, 채권총론

-형법: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상법: 상법총론, 회사법

-행정법: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국제법: 국제법총론, 국제경제법

교과목별 학습성과 연계

구분 교과목명
학습성과 별 

대표 교과목

학습성과

1-1 1-2 2-1 2-2 3-1 3-2 4-1 4-2

1 상법총론 ○ ○ ○

2 과학기술법 ○ ○

3 기본권론 ○ ○

4 통치구조론 ○ ○ ○ ○

5 헌법총론 ○ ○ ○

6 법제사 ○ ○

7 형법총론 4-2 ○ ○ ○

8 행정법총론 ○ ○

9 채권총론 ○ ○

10 민법총칙 ○ ○ ○

11 물권법 ○ ○

12 회사법 ○ ○

13 법학개론 2-1 ○ ○ ○

14 계약법 ○ ○

15 행정법각론 ○ ○ ○

16 법논리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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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과목명
학습성과 별 

대표 교과목

학습성과

1-1 1-2 2-1 2-2 3-1 3-2 4-1 4-2

17 인공지능(AI)법 3-1 ○ ○

18 형법각론 ○ ○ ○

19 국제관계와국제법 ○ ○ ○

20 전쟁법 ○ ○

21 형사소송법 ○ ○ ○

22 가족법 ○ ○ ○

23 노동법 ○ ○ ○

24 형사정책 ○ ○

25 유가증권법 ○ ○ ○

26 경제법 ○ ○

27 산업재산권법 ○ ○

28 사회보장법 ○ ○

29 환경법 ○ ○ ○

30 저작권법 ○ ○

31 법철학 1-1 ○ ○ ○

32 자본시장법 ○ ○

33 국제법총론 ○ ○

34 행정구제법 ○ ○

35 국제법각론 ○ ○

36 헌법소송법 ○ ○ ○

37 노동분쟁법 4-1 ○

38 보험법 ○ ○ ○

39
개인정보법

(캡스톤디자인)
○ ○

40
인터넷법

(캡스톤디자인)
○ ○ ○

41 부동산공법 ○ ○

42 불법행위법 ○ ○

43 국가정보법 ○ ○

44 입법론 ○ ○ ○

45 국제인권법 3-2 ○ ○

46 국제기구법 ○ ○

47 지방자치법 ○ ○ ○

48 담보법 ○ ○

49 형법판례연습 ○ ○

50 형사소송법판례연습 ○ ○ ○

51 국제경제법 ○

52 법사회학 1-2 ○ ○ ○

53 세법 ○ ○

54 피해자학 ○ ○ ○

55 법경제학 ○

56 인권법 ○ ○ ○

57 민사소송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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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이수대상 운영시기
연계된 

전공능력

연계된 

학습성과

연계된

교과목
주관 학과(부서)

법학과 예비법조인반 전 학년 매학기 전공능력2 학습성과2-1 - 법학과

법학과 우수논문공모전 전 학년 2학기 전공능력2 학습성과2-1 - 법학과

법학과 합격자 특강 전 학년 매학기 전공능력3 학습성과3-1 - 법학과

법학과 학습동아리 2학년 이상 매학기 전공능력1 학습성과1-2 - 법학과

트랙명
공통과목

(9과목)

이수권장 교과목
기타

(6과목)

이수기준 

학점

권장

이수 

비교과 

프로그램
심화과목 (각16과목) 응용과목 (각7과목)

법조인트랙

법학개론,
기본권론,
민법총칙,
형법총론,
상법총론,

행정법총론,
국제법총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총론, 통치구조론, 
물권법, 담보법, 채권총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가족법, 형사정책,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행정법각론, 환경법, 노동법, 

형법각론

헌법소송법, 
형법판례연습, 
행정구제법, 

형사소송법판례연습, 
피해자학,

인공지능(AI)법
 저작권법

법철학,
법제사,

법논리학,
법사회학,
법경제학,
전쟁법

48학점
이상

 
※공통과목
(9과목)포함 

-
공무원·전문자격

트랙

헌법총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법,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구제법, 

지방자치법, 환경법, 
부동산공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개인정보법, 
인터넷법, 산업재산권법,
국제기구법, 국제경제법

부동산공법, 
입법론,
회사법

노동분쟁법,
인공지능(AI)법

저작권법
과학기술법

경영법무트랙

채권총론, 계약법, 불법행위법, 
담보법,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환경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개인정보법, 
인터넷법,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국제법각론, 

국제기구법

인공지능(AI)법
과학기술법,
국제경제법, 
국제인권법, 
국가정보법,

인권법,
국제관계와국제법

진출분야 / 트랙별 이수체계

비교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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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신입생 기준이며 편입생의 이수기준은 해당 학년 신입학생의 학번기준을 적용

구분

교양 전공
총 취득 

학점공통교양 학문기초
소속: 법학과 (전공) 소속: 타 학과

단일전공자 복수전공자 복수전공

이수학점 29 6 78 51 51 130

기타 졸업 요건

- 교과목 평점 평균: 2.0 이상 취득

- 전공전문 교과목(3, 4학년)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 이상 취득

- 외국어 시험(TOEIC): 700점 이상

- 영어 강의: 4과목 (EAS1·2 포함 가능)

- 졸업 논문/시험: 졸업시험

 ○ 졸업논문 폐지 후 졸업시험(대체과목제) 신규 설치

 ○ 각 세부 전공별(총 6분야) 졸업시험 진행하되 아래 과목 수강으로 졸업시험을 대체할 수 있음

  -헌법: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민법: 민법총칙, 채권총론

  -형법: 형법총론, 형사소송법

  -상법: 상법총론, 회사법

  -행정법: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국제법: 국제법총론, 국제경제법

 ○ 단일전공이수 전과생은 전공 78학점 이상 이수 (22학번부터 적용)

■ 지정 교과목

개설학과(전공)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사회과학대학 SSC2001 정치학개론 3

사회과학대학 ECO2014 경제학개론 3

사회과학대학 SSC2004 행정학개론 3

철학과 PHI2035 논리학 3

국제통상학전공 INT2005 국제통상론 3

경제학과 ECO4008 법경제학 3

■ 최대 인정 학점 : ( 9 ) 학점

졸업 기준

전공인정 타 학과(전공) 개설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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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LAW2032 과학기술법 Law of Science Technology
현대의 과학기술 분야는 단순하게 과학자들만의 논의의 대상에 머무를 수가 없다. 그러한 
과학기술은 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학은 이러한 사회적 요
구에 적절히 응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은 진리발견과 인간의 이로움에 이바지하여야 한
다. 위의 강좌개설을 통해 현대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법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과학기술과 법학의 연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The Section of Science & Technology Law was formed in 1970's to provide a 
forum for addressing issues at the intersection of law,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n, the Section has grown to become a focal point for information and 
policy on many important issues, such as computer and information security law, 
privacy, cybercrime, scientific evidence, genetic research and engineering, 
biotechnology and nanotechnology.

LAW2037 기본권론 Theor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기본권론은 기본권총론과 기본권각론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기본권총론은 기본권의 개념과 
역사, 법적 성격과 분류, 주체와 효력, 제한과 그 한계 및 구제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
고 기본권 각론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과 사회권 
등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도 국민의 기본적 의무도 포함된다.

The theor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consists of general and particulars. 
The general theory discusses the concept, history, legal nature and categories of 
basic human rights as much as remedy measures. The particular theory discusses 
the right to human dignity and pursuit of happiness, the right to equality, freedom, 
political participation, claim, and social rights. Basic civil duties are also 
introduced.

LAW2038 통치구조론 Theory of the Governmental Structure
본 강좌는 헌법에서 통치구조론에 관한 내용들을 강의하는 강좌이며,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에서 시작하여 통치기구인 국회, 대통령 및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기능과 구조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강좌이다.

This class intend to promote understanding about basic principle of government 
and structure rest on constitution as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the 
administration, the judicature, the Constitutional Court.

LAW2039 헌법총론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LAW2017 상법총론 General Principles In The Commercial 
Law

이 강의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상법의 특성과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
하여 형식적 의의의 상법 제1편 상법총칙과 제2편 상해위법을 강의한다, 이 강의는 민법
의 해당부분과 비교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Commercial law. This course covers Part I of the Commercial 
Cod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mmercial Code) and Part II of the Code (Law of 
Commercial Activities). Comparison between the Commercial code and the Civil 
Code will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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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헌법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강의하는 강좌이며, 헌법의 기본개
념과 기본원리, 헌법상의 기본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강좌이다.

This class intends to promote understanding about general of Constitution consists 
of basic concept, structures rest on constitution and also constitution principle.

LAW2042 법제사 History of Law
초기사회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법제도의 역사를 추적한다. 원시법, 로마법, 영미법, 
대륙법의 발전과정을 사회변화의 배경에서 고찰함으로써 현대법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제
고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history of legal institutions ranging from ancient societies 
to our comtemporary modern societies. The development of primitive law, Roman 
Law, Anglo-American Law, and European Continental Law will be examined on the 
background of their social and political changes.

LAW2044 형법총론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형법의 기본개념과 기초이론을 비롯하여 행위론,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정
범 및 공범론, 형벌론, 죄수론에 관해 학습한다. 또한 형사소송실무 과정에서 법률의 중요
한 재판결정과 분석을 이해하도록 강의한다.

This subject deals with basic concepts and theories, such as definition of criminal 
law, principle of legality etc., and theories of criminal act, definition of offence, 
criminal illegality, culpability, attempt, the principal offence & complicity, criminal 
sanction, award of punishment and concurrence.
And it will encourage students to understand the criminal procedure law by means 
of analysis of important judicial decis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is 
designed to give the students a practical business of the criminal law by applying 
basic theories to specific cases. In addition, they practice practical business of the 
knowledge to criminal procedures.

LAW2046 행정법총론 General Theory of the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기본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전체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
반을 갖추기 위한 지식을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offer the theoretical basis for an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law. Lectures are focused on the exposition of basic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and significant cases decided by the court.

LAW2047 채권총론 General Principles of Law of Obligations
채권법은 사람과 사람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그 바탕으로 
한다. 채권총론을 채권과 목적과 효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등 채권관계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채권각론에서 규율하
고 있는 여러 가지 채권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강좌이다.

The law of obligations is based on the liberty of contract. By putting in order 
general matters of general principle of obligations covering obligations, their 
objectives and effect, obligational relation between a host of parties, transfer of 
obligations and assumption of debts, lapse of obligations, this course provides basic 
knowledge commonly applied to many obligational relations regulated at the Special 
Part of Obligations.

LAW2048 민법총칙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Law

민법총칙편이 민법에 있어서 차지하는 의의와 해석을 설명하고, 민법총칙 규정이 실제의 
생활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해결능력을 배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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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을 학습한다.

This course explains a meaning and an interpretation there is the civil law of 
general rules with civil law and to occupy and the civil law of general rules is 
applied to true living side how and there is it and recognizes what he problem is 
with and cultures a solution ability and decreases but there is an aim of a lecture 
to have watched and lectures on whole wealth part of the civil law of general 
rules.

LAW2049 물권법 Property Law
물권법은 물건 기타의 객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이다. 물건에 대한 전속
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의 내용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 현실의 지배를 
보호하는 점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유권의 용익을 제한하는 용익물권과 소유권의 가치
를 파악함으로써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Property Law is a general law that governs the relationship on governance to 
objects in other things. Property Law fulfills the main details on the ownership, 
right of possession, Real Rights Law for Use and Profits, Real Rights Law for 
Security.

LAW2050 회사법 Corporation Law
회사기업,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 설립에서부터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의 법적 제문제점
을 해석학적인 측면은 물론, 비교법적·입법론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주식회사의 과 기관구
조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주식회사제도에 있어서 중심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자금조달, 계산에 관하여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식회사제도 전체에 관하여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적 소양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studies legal issues touching on various compani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joint-stock company's incorporation, operation and liquidation,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as well as comparative analysis and possible areas of law 
reform. And topics covered here are shares of stock and stockholders, management 
and supervision, fundamental changes such as charter amendment and merger, 
dissolution and liquidation.

LAW2053 법학개론 Outline of Law

법학개론 과정은 현행 대한민국의 주요 실정법에 대해 개괄적으로 학습함을 목적으로 한
다. 이에 본 과정은 기본 6법(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국제법 그리고 현대사회 특별법에 대한 핵심내용을 한 학기에 개괄적으로 학습함으로서, 
법학초심자들의 성공적인 법학공부를 위해 법과대학에서 4년 동안 학습하게 될 법 과목을 
총괄적으로 안내해 주는 과정이다.

This course aims to study current basic positiv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summarized study. Law is the set of rules and principles by which a 
society is governed, through enforcement by governmental authorities. In korea, 
Constitutional law, Civil law, Criminal law, Commerci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Civil procedure are regarded as basic six laws. Besides those positive laws this 
course also will study International law, Criminal procedure and special laws of 
modern society. Actually this course, i.e., Outline of Law is different from 
Introduction to Law which examines role and function of law in a society, judicial 
reasoning, nature of law, rule of citation, legal mind, judicial interpretation, justice 
and human rights.

LAW2057 계약법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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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의 의사에 기하여 채권관계가 발생하는 약정채권관계인 계약에 관하여 살펴보는 
강좌이다. 먼저, 계약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계약의 해제와 해지와 같은 계약의 소멸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구체적인 전형계약으로 증여, 매매, 교환과 같은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
는 계약과 소비대차, 임대차, 사용대차와 같이 타인의 물건을 빌려쓰는 계약, 고용, 도급, 
위임과 같은 타인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계약, 현상광고, 임치, 조합, 여행, 종신정기금, 화
해, 현상광고와 같은 다양한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사적 자치의 핵심적인 
방법인 계약법의 기본법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This is a course examining about a contract, an agreed credit relation by which a 
credit relation occurs between main agents of rights. At first, this course looks 
into the lapse process of a contract such as its cancellation and termination. In 
addition, this concretely deals with the contents of various contracts such as model 
contracts, those changing ownership like  donation, sales and exchange, those 
borrowing others’ objects like loan for consumption, lease and loan of use and 
those using others’ labor like employment, contract for work and delegation and 
those like prize ad, deposit, association, travel, contract of life annuity, 
reconciliation, by which to have law students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contract law as a key method of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LAW2058 행정법각론 Special Part of the Administrative Law
국가행정작용법중 행정강제론과 개별행정작용법상의 기본구조와 일반원칙을 규명하고, 구

체적 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는 한편,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특히 질서행정법체계와 

복리행정법 영역에서의 법리이해에 비중을 둔다.

'Administrative law Ⅱ' is focused on the basic structure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and  particular area in public law with respect to state action, analysis 

legal objectives and disputes thereof. Esp. stressed on 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of welfare law and police law.

LAW2065 법 논리학 Logics in Law
법학을 연구하고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설득력 
있게 의견을 개진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논리학의 기본범주와 추론
방법을 습득하고 이를 법적 추론과 법해석에 응용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한다. 특히 법학
적성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에게 유용한 교과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n studying law, and to be able to think like a lawyer, it is necessary to have the 
ability of logical reasoning and persuasive argumentation.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learn the basic categories and reasoning methods in logics and to cultivate the 
ability to apply these knowledges to legal reasoning and legal interpretations. This 
course is expected to be suitable especially to those students who prepare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AW2068 인공지능(AI)법 Artificial Intelligence Law
본 과목은 오늘날 눈부신 진화를 거듭하며 인공적 도덕행위자의 주체자로서 자격부여가 논의되
는 인공지능에 대한 성격, 수반되는 법률쟁점, 윤리기준, 인공지능 미래세상 비전 그리고 인공지
능 시대의 변모하는 개인과 국가역할에 인문학적 지식습득을 학습 목표로 한다.

This subject aims to learn about the na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uture vision, and
changing national roles and security issues of the artificial age, which is discussed as a
subjects of the artificial moral agency.

LAW2069 형법각론 Particulars of Criminal Law

형법총론에서 학습한 이론과 지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별 범죄(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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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다룬다. 특히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한 해석론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
보고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This subject treats in connection with general theories of criminal law the crimes 
which violate the legal benefits(the individual, social and national ones), especially 
focused on the interpretative theories and relevant precedents of the elements of 
crimes and their problems.

LAW2070 국제관계와국제법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Law

글로벌 세계의 국제관계의 변화와 국제법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학습하는 강좌이다.

Introduction to the role and function of international law following the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global society

LAW2071 전쟁법 Law of the War 
주요 국제분쟁에 대한 법적 분석을 시도하고 연구하자 한다.

Class for legal analyses of major international disputes in the contemporary world 
and humanitarian reparation 

LAW4001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s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고찰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 해석론을 연구함으로써 범죄수사
로부터 공소제기, 공판절차 및 형의 선고와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소송절차를 다룬다. 
이 강의는 형사소송법의 이론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기
초이다.

Examining rules and regimens governing criminal procedure, criminal procedure 
structures. This course deals with the rules and principles of law concerning 
investigation, arrest, prosecution, trial, judgement and evidence rules.  This basic 
course will encourage student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nd legal issues of 
criminal procedure law.

LAW4007 가족법 Family Law

민법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家의 의미와 家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소개한다. 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친족관계와 이러한 친족관계를 구성
하기 위한 제도로서 혼인, 친자관계, 입양 등을 다룬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
산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에 관한 법을 다룬다. 즉, 피상
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되며, 얼마만큼의 상속분을 가지는가, 타인에 의한 상
속재산의 침해를 어떻게 구제하는가 그리고 유언과 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강의이
다.

Centering on the contents stipulated at the relatives section in the Civil Law, this 
course introduces the meaning of a family and an institution necessary to compose 
and operate it. Also it deals with marriage, adoption, filiation etc. as a system to 
constitute basic relative relation organizing a family and such relative relation. In 
addition, it handles an inheritance law providing the succession matter of property 
due to the death of an inheritor. In other words, it introduces who will be an 
inheritor when the inheritor dies, how much inheritance it would have, and how it 
would be rescued from the infringement of the inheritance from others, and what 
the will and the reserve would be.

LAW4011 노동법 Labor and Employment Law

이 강좌에서는 노동법의 의의 및 기본개념과 개별적 노동관계 및 집단적 노동관계의 주요 
내용을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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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근로자 
문제, 노동의 양극화 현상 등에 대하여 집중 조명한다.

Labour law (also known as employment or labor law) is the body of laws, 
administrative rulings, and precedents which address the legal rights of, and 
restrictions on, working people and their organizations. As such, it mediates many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unions, employers and employees. There 
are two broad categories of labour law. First, collective labour law relate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and union. Second, individual labour law concerns 
employees' rights at work and through the contract for work.

LAW4013 형사정책 Criminal Policy
다양한 범죄현상을 통하여 범죄원인을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연구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theory of crime, its cause and prevention, countermeasures 

and punishment, and other methods of handing offenders.

LAW4022 유가증권법 Law of Bill and Checks
유가증권의 기본적 원리에 대하여 살펴본 후 어음법과 수표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실생
활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This subject covers legal principles regarding commercial papers, focusing on bills 
and checks. It will systematically analyze various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actual life.

LAW4036 경제법 Law of Economics
경제법의 내용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고, 구체적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과 중요한 내용을 선진외국법과 비교하면서 강의한다.

This lecture focuses 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is 
course covers the  Regulation of Adhesion Contract Act,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LAW4038 산업재산권법 Industrial Property Law
산업재산권법은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발명, 고안,  디자인 등 인간의 지적인 창작활동에 의
해서 생산된 것에 대한 권리 및 영업표지에 대한 권리에 관한 제법규를 말하며, 이에는 기
술보호법으로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산업디자인 보호법으로서 디자인 보호법, 영업상 사용
되는 각종의 표지에 대한 보호법으로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포함된다.

The course covers patent law, laws governing the registration and use of utility 
model, trademark and industrial design.

LAW4045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이 강좌는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과 이에 대비한 사회보장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을 중심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의 주요 내용을 학습한다.

Millions of people in Korea rely on some form of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eligible for social assistance, as are people 
in lower income brackets. As workers age, they begin to reap the benefits of 
years in the workforce, receiving the retirement assistance commonly referred to 
as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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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048 환경법 Environmental Law 
환경법의 일반이론과 제도 및 중요한 개별 환경법규의 주요내용과 국제조약 등에 관한 지
식과 실제사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ies general principles and institutional implementations of 
environmental law. It also covers some of the more important statutes for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LAW4052 저작권법 Copyright Law
저작권의 의의, 성질, 보호대상, 저작자의 권리, 출판권, 저작자의 보호제한, 저작권에 관한 
구제절차와 수단, 저작권에 대한 심의 및 분쟁의 조정 등을 관련판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과거와 다른 환경속에서 적극적으로 창작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This course studies basic concepts of copyright,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owners of copyright or simila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4065 법철학 Philosophy of Law
법의 개념을 비롯하여 법의 본질, 이념, 효력, 법과 도덕의 관계 등과 같은 법의 근본원리를 
익히며, 이를 통해 인간질서의 기본구조와 그 존재론적·인간학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This subject treats fundamental principles of law, such as essence, idea and 
validity of law, and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morality including definition of 
law, and hereby tries to discover basic structure of human order and its 
ontological and anthropological meaning.

LAW4066 자본시장법 Capital Market Law
이 강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이 법률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된 판결을 살펴본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nd examines legal cases that have been influential in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ion.

LAW4080 국제법총론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의 공동체 규범인 국제법의 역사와 법리에 관한 체계적 이해에 대하여 학습한다.

A subject for understanding the history and legal theory of modern international 
law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transnational norms for global community.

LAW4081 행정구제법 The Relief of Administrative Law
국가작용과 관련 피해구제법제의 기본체계와 절차 및 법리를 분석한다. 특히 행정쟁송제도
와 손해전보제도의 법리와 쟁점을 논의한다.  손해전보제의 절차와 범위, 심판의 대상과, 
행정소송의 당사자, 기판력 등을 검토하고, 관련 ADR에 대하여도 언급한다.

‘The Relief of Administrative Law’ is focused on the basic structure of 
administrative remedies and  procedural theory in public law with respect to state 
action, analysis legal exhaustion and torts thereof. Esp. stressed on 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of scope of damages and standi locus, res judica.

LAW4082 국제법각론 Practice of International Law

이 강좌에서는 국제법각론에서 습득한 국제법의 기본원리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 국
제법이 어떻게 국제공동체를 규율하고 있으며, 법의 지배를 실현시키고 있는지를 보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 강좌는 "국제법이 어떻게 국제공동체의 평화확립에 기여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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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는 일반전제를 염두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재판소를 통한 국제분쟁의 사법
적 해결 및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분쟁의 해결 메카니즘을 포함하는 『국
제분쟁해결법』, 인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국제법규범인 『국제인권법』, 또한 환경의 국
제적 보호와 개발을 위한 국제법규범인 『국제환경법』등의 분야를 살핀다.

This course introduces students to the basic features and building blocks of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This course considers what international law for 
disputes settle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ules governing the 
functions of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for instanc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disputes settlement in international law); the bodies that are objects of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ing mechanism, regional human rights 
laws in Europe and America); and looks at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state will 
be liable under international law for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ll these issues will be examined in the light of 
current concern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all of this runs the 
general question of how does international law help to build up the peace in 
international community.

LAW4084 헌법소송법 Constitutional Procedure Law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와 조직 및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심판 등과 규칙제정권 등 권한에 대하여 강의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jurisdictions such as Constitutional Court's 
status and structure on Criminal Justice, impeachment judge, Unconstitutional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disputes of competence, Constitutional complaint 
judgment.

LAW4089 노동분쟁법 Law of Labor and Employment Dispute
이 강좌에서는 노동법이론 강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
위구제신청 사건과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실무에서 나타나는 개별적 및 집단
적 노동관계에서의 분쟁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나아가 노동법의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과 노동분쟁의 근본적 원인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labor and employment law disputes in practice. It 
specially contains case studies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and 
individual employee, a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law governing relationships 
between labor unions and employers. This course is particularly well-suited for 
students planning to study the practical legal problems in the field of labor and 
employment law.  

LAW4094 보험법  Insurance Law
이 강의의 목표는 형식적 의의의 상법 제4편 보험계약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해당법조항과 관련 학설 및 판례를 설명한다. 아울러 보험 산업과 금융 시장의 특성을 이
해하도록 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Part IV of the Commercial Code (Insurance Contract)  by 
exploring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legal theories and cases. It will also 
cover relevant business law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and finance industry.

LAW4101 개인정보법 (캡스톤디자인) Information Law (Capstone Design)
현대의 정보통신 발달의 결과로 인하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대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 법학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법이라는 강좌를 통하여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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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4105 인터넷법 (캡스톤디자인) Internet law (Capstone Design)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사회는 장단점이 혼재하는 사회다. 인터넷은 편리한 문명의 이기
이기도 하지만 구성원 스스로를 구속하는 매체가 될 수도 있다. 인터넷 그 자체를 목적으
로 삼거나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거나 막지 못하면 인터넷은 약이 아니라 독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불법 및 유해정보의 적극적인 차단이나 통신정보의 감청 등을 법
령이나 자율규제를 통해 막을 필요가 있다. 근로현장에 있어서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
한 감독 혹은 통제의 경우도 유사하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ciety via internet is unavoidable. The effect on 
members in the society has swings and roundabouts(janus face). So we should 
make the best (possible) use of Internet. It can help social members develop a 
sense of responsibility from the illegal transfer of data, teach them how to 
effectively manage their internet use, form good work habits, and give them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potential ability.  

LAW4108 부동산공법 Public Law of Real Estate
동산 공시제도, 부동산 개발, 부동산 조세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연구한다.

This course examines legal relation of real estate. The topics include real estate 
notice systems, real estate development, real estate tax.

LAW4109 불법행위법 Tort Law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정채권관계
의 대표적인 법률관계인 불법행위와 아울러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에 관하여도 살펴봄으로써 
채권의 발생원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강좌이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과로
서의 손배해상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사용자책임, 공작물책임, 공동불법행위 책
임 등의 특수불법행위와 환경오염책임, 의료과오책임, 제조물책임 등과 같은 특별법상의 불
법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This is a course examining into tort as the representative legal relation of legal 
credit relation providing that in a certain case, credit relation exists by a legal 
provisions and office management and unfair enrichment, having law students 
understand the occurrence causes of credit systematically. And this looks into a 
claim of damages as establishment requirement and effect of tort and concretely 
looks over special torts such as vicarious liability, liability for manufactured 
products and joint tort liability etc. and torts under special laws such as lia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and product liability 
etc..

LAW4112 국가정보법 National Intelligence Law

본 과정은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권력분립에 따른 국가안보의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쟁점을 비롯해서, 국가안보 수호의 핵심요소인 국가정보를 법규범적 관점에서 천착함을 목
표로 국가정보의 일반원칙,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의 대표로서의 테러리즘 쟁점, 국가정보기
구와 정보활동의 한계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정보활동에 대한 실천적이고 법규범적인 
이해를 통하여 인권보호의 정신과 법의 정책 수호와 집행기능에 대해 학습함을 목표로 한
다.

The Section of Science & Technology Law was formed in 1970's to provide a 

론을 습득케함으로서 현대 정보사회에 어울리는 사고방식을 함양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The Information Law provides an academic opportunity for studying the effects of 
contemporary choices concerning the legal rules affecting the production, 
manipulation, storage, and dissemination of,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igitally networked society(Internet-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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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um for addressing issues at the intersection of law,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n, the Section has grown to become a focal point for information and 
policy on many important issues, such as computer and information security law, 
privacy, cybercrime, scientific evidence, genetic research and engineering, 
biotechnology and nanotechnology.

LAW4113 입법론 Legislative Studies
입법정책·입법내용·입법기술과 입법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를 통하여 입법 실무의 
문제점과 법제도·입법기술의 정비·체계화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현실 입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

This lecture aims at helping students understand the important issue of legislative 
studies. The class provides students with the legislative process in Korea, 
Germany and America.

LAW4114 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본 과정은 법에 내재해 있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이념이 아니라 법규범적인 관점에서 학
습함을 목표로 한다. 인류 인권의 역사, 세계인권선언문,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 보편적 
인권보장 체계와 지역인권보장 시스템을 논의한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구체적인 인권
판례를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study several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history of 
human rights, UDHR, the nature of human rights on the obligations of all states to 
observe and promote human rights, the enforcement mechanism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various legal cases on human rights.

LAW4123 국제기구법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aw

본 과정은 21세기에 들어와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능력에 있어서 개
별 주권국가의 역량을 능가하는 국제기구에 대해 그 연혁과 조직 일반과 법인격 주체성, 
국제기구의 권한과 상호간의 관계, 회원자격, 재정쟁점, 국제기구의 면책과 특권, 분쟁해결, 
책임과 의사결정 그리고 해산과 승계 등 국제기구에 대한 최신 법 이론을 논의한다. 결코 
국제기구의 존재에 대한 정치 현상적인 학습이 아니라 법적 분석이다. 또한 오늘날 국제질
서 형성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국제비정부기구(INGO)에 대한 정치. 경제,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an organization with international membership, scope, 
or presence. This course aims to examine the legal framework and issues of the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 organizations, the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issues of membership, source of income, dispute settlement,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immunity and waiver. This course also aims to examine 
INGOs.

LAW4125 지방자치법 Local Government Act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사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
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등을 이론과 현실의 양 측면에서 검토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system of local autonomy in light of administrative law 
and constitutional law. The topics include the organization and power of local 
govern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e 
relationship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state or other local governments.

LAW4135 담보법 Security law

채권의 회수를 보장받기 위한 담보에는 소유권의 처분권능을 이용한 담보물권과 다수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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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 채권관계를 이용한 인적 담보가 있다. 담보물권은 채무자의 특정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것이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같이 민법에 규정된 것과 동산담보, 채권
담보, 양도담보 등의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
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보증채무, 연대채무, 부진정연대
채무, 불가분채무, 채무인수 등이 있다. 담보법 강좌는 이러한 각종의 담보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채권의 회수를 보장하고 거래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각종의 법적 수단을 파
악하도록 한다. 

Securities guaranteed collection debt are divided into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using the power of disposal and personal security using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of ownership.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is for receiving 
prior payment from the debtor's specific property, which includes as stipulated at 
Civil Code as a lien, the right of pledge and mortgage and securities as stipulated 
at special acts for chattel mortgage, security for claim and mortgage of transfer 
etc. Personal security is a system guaranteeing the realization of credit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debtor's liability property, which contains surety 
obligations, joint obligation, untrue joint obligation, invisible obligation and 
assumption of debt etc. The lecture on security act aims at grasping all types of 
legal means facilitating the guarantee of collection of credit and stability of 
transactions by understanding these kinds of security systems with accuracy.

LAW4133 형법판례연습 Constitutional Case Practice
본 강좌는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사례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좌이다. 따라서 헌법영역을 대표하는 
세 영역, 즉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추출하여 각각의 영역에
서 발생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교육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train students with basic Knowledge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have abilities to solve constitutional cases. Therefore, in this course 
students learn methods to solve constitutional cases extracted from the three 
representative areas of the constitutional domain, namely the constitutional general 
rules, fundamental rights and government structure.

LAW4138 형사소송법판례연습 Judicial Precedents in Criminal 
Procedure Law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과 관련하여 형성된 대법원 판례를 학습하고 이를 이론 및 
학설과 연계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실천적 문제들에 관한 
해결능력을 키운다.

This subject deals with Supreme Court’s precedents about the major contents and 
issues of criminal procedure law and examines them critically in the perspective of 
the relevant theories and discussions, and hereby develops th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practically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4140 국제경제법 International Economic Law

현대 국제사회에서 세계무역기구는 국제경제질서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강
좌는 이러한 맥락에서 WTO협정들 차원에서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는 규칙 및 원칙에 
관한 기본적 지식 뿐 아니라 WTO의 다자간 무역체제의 주요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이
해를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강생들은 WTO규칙이 정부, 사업 및 개
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도록 요구될 것이며 아울러 국제무역환경에서의 
전략적 분석과 적용에 관한 수강생들의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In the contemporary Worl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playing a pivotal role 
in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And this course aims not only to enhance the 
basic knowledge of the rules and principles governing international trade in the 
light of the WTO Agreements but also to foster a critical understanding of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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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in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particular, during the course the 
students will be demanded to explore how the WTO rules impact on governments, 
business, and individuals and to be enforced their capacities of strategic analysis 
and application in an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LAW4144 법사회학 Sociology of Law
법과 사회의 접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이 교과목에서는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사회가 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사회학 이론
과 역사적 사례에 근거하여 이해한다. 또한 분쟁해결의 제반 메커니즘과 법률전문직의 사
회적 현실을 다양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Sociology of Law is an area that investigates scientifically the mutual relation 
between law and society. In this course, the effect of legal changes upon society, 
as well as the effect of social changes upon legal system, will be studied on the 
basis of sociological theories and historical cases. Again, the social reality of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nd legal professionals will be analysed with various 
empirical data.

LAW4145 세법 Tax Law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세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이론을 이해하고, 법인세, 소득세, 부가
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해 조세실체법의 구체적인 과세체계를 이해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This course offers introduction to national income tax law covering classification of 
tax payers, attribution of income, expense deductions, tax accounting, etc.

LAW4147 피해자학 Victimology
현대 법학이 피해자 관점을 점차 중시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피해자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따라 이 강좌는 피해자(특히 범죄피해자)의 개념, 그 생물학적·사회학
적 특징, 범죄 발생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역할, 가해자와 피해자, 피해자와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통제 간의 상호작용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송절차 등 법적 규율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규명하고 보호 방안 등을 모색한다.

As modern jurisprudence makes more of victim’s perspective, study on victims has 
very important significance. Accordingly, this subject deals with the concept of 
victim(especially victim of crime), the biological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of 
victims, the roles of victims in the stage of crimes occurrence, the interactions 
between offenders and victims, and establishes the position of victims in judicial 
procedure and seeks the solution to protect the victims.

LAW4154 법경제학 Law and Economics
법과 경제, 또는 법경제학은 법질서와 시장질서의 상호관계를 탐구한다. 재산권, 계약법, 불법행
위법, 형법, 회사법, 노동법 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법정책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Law and Economics, known as Economics of law, studies relations between legal order
and market order. Economic theory will be applied to various legal institutions such as
property, contract, tort, punishment, corporation, and labor relations to obtain reasonable
legal policies.

LAW4156 인권법 Human Rights Law

본 과정은 오늘날 법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근본적 그리고 국제
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해 국제인권법의 법률이론에 대한 연구를 도모하여 인권법의 연혁, 인
권보호의 국제적 보장 메커니즘을 고찰한다. 또한 어느 한 국가에서 인권보호에 철저히 실패한
경우의 국제적 책임추궁 방법과 한계점을 포함한 인권의 실천적 보장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인권,
난민법, NGO 마지막으로 국제수준에서의 인권의 강제 적 실현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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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international law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the fundamental value for all study at the spot. It will focus on and including history of
human rights, the nature of human rights on the obligations of all states to observe and
promote human rights and on the enforcement mechanisms in place to protect human
rights. This course examines the law,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cluding role of NGO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is course will also survey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ditions and its
responsiveness to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Finally this course will
provide an introduction to refugee issues as one of the options in international public law
and ICC as well.

LAW4157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그 핵심내용은 법
원의구성, 당사자능력, 소송제기, 증거법, 판결 및 상소제도 등을 살펴보고 연구한다. 권리
의  최종적인 실현단계인 집행절차에 관하여 새로이 제정된 민사집행법을 중심으로 민사소
송법과의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검토를 한다.

Review the critical issues on the law of civil procedure. Discussions are centered 
on the following main topics; organization of courts, ability and regulation of 
parties, cause of action, law of evidence, judgement and res judicata, appellate 
procedure. It coordinates as the Code of Civil Procedure focusing on Law of Civil 
Execution newly enacted about the execution procedure of the final real present 
stage of a right, and carries out systematic and synthetic research and 
exam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