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Department of Law
1. 학과소개
(3) 교육목표

(1) 학과사무실

법학에 관련된 다양한 학문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법학

가. 위치

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습득하도록

법학관(303관) 612호

하는 한편 법학의 각 분야에 있어서 기본이론과 체계적인 법

나. 연락처

률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화 : 02-820-5431/5426, 팩스 : 02-816-6760

(4) 세부전공

(2) 학과소개
본 학과는 1953년에 대학원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석사과

가. 헌 법 (Constitutional Law)

정이 개설되었고, 1956년에 박사학위과정 또한 개설되면서

나.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일반대학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다. 형사법 (Criminal Law)

본 학과는 법학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연구 및 학술활동을

라. 국제법 (International Law)

통해 법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마. 민사법 (Civil Law)

습득하도록 하는 한편 법학의 각 분야에 있어 기본이론과 체

바. 상사법 (Commercial Law)

계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 사회법 (Social Law)

한다.

아. 기초법 (Basic Law)

(5) 교수진
교수명

직위

최종출신교

학위명

연구분야

전화번호

김대정(金大貞)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민법

5430

김병기(金炳圻)

교수

Würzburg 대

법학박사

행정법

5859

김상용(金相瑢)

교수

Freiburg 대

법학박사

민법

5853

김성균(金聖均)

교수

규슈대

법학석사

세법

5857

김성천(金聖天)

교수

Bielefeld 대

법학박사

형법

5447

김중권(金重權)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행정법

5441

김형준(金亨埈)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박사

형사법

5452

박원석(朴原奭)

교수

미국Wisconsin 대

법학박사

국제법

5856

신우철(申宇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헌법

5761

심인숙(沈仁淑)

교수

Harvard Law School

법학석사(LL.M)

상법

5762

여하윤(呂河潤)

부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민법

5432

오세혁(吳世赫)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법철학

5755

유성재(兪聖在)

교수

Bochum 대

법학박사

노동법

5437

윤병희(尹秉熙)

조교수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

J.D

미국법

6760

윤영신(尹榮信)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상법

5860

이규호(李圭鎬)

교수

Washington Univ. School of Law

법학박사(J.S.D)

지적재산권법

5852

이성덕(李成德)

교수

Oxford 대

법학박사

국제법

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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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명

직위

최종출신교

학위명

연구분야

전화번호

이순옥(李順玉)

부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석사

형사법

5444

이인호(李仁皓)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박사

헌법

5450

이정훈(李政勳)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형법

5456

이종영(李鍾永)

교수

Würzburg 대

법학박사

행정법

5449

장재옥(張在玉)

교수

Regensburg 대

법학박사

민법

5438

전병서(田炳西)

교수

일본 와세다대 박사과정수료

법학석사

민사소송법

5448

정홍식(鄭洪式)

교수

Indiana Univ. School of Law-Bloomington

J.D

국제거래법

5759

제성호(諸成鎬)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국제법

5453

조성국(曺聖國)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제법

5758

최지현(崔智賢)

조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석사수료

민법

5442

한승수(韓承秀)

부교수

서울대학교, UCLA School of Law

법학박사수료, LL.M

민법

5884

함영주(咸永輳)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민사소송법

5855

황경웅(黃慶雄)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민법

5756

황일호(黃一晧)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형법

5851

나. 선수과목

2. 학과내규

석사과정

(1) 선수과목

학점

가. 선수과목 대상
1) 하위과정의 전공(학과)이 다르거나, 외국 대학(원), 특
수 및 전문대학원 출신으로 입학한 원생
2) 법학이 부전공, 복수전공, 동종전공일 경우이거나 하위
과정에서 법학 관련 강의를 수강한 경우

3

헌법일반이론

3

민법(1)

3

민사법일반이론

3

행정법(1)

3

행정법일반이론

3

형법(1)

3

형법일반이론

3

상사법일반이론

3

국제법일반이론

3

수과목인 민법(1)을 포함한 선수과목 15학점(5개 과목)
3

을 이수하여야만 졸업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게 된다.
4) 석사과정의 선수과목은 아래 표에 기재된 과목명의 공

3

공인재학부 개설 과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목 담당

과목명

헌법(1)

3

3) 석사과정의 경우 선수과목 대상에 해당되는 원생은 필

학점

3

: 선수과목인정서상의 선수과목 면제로 처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목명

박사과정

상법(1)
(기업법기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
(민사소송법(1))
소송과 실무(1)
(형사소송법(1))

교수의 승인을 얻어 괄호안의 과목을 포함한 법학전문
대학원의 강의로 대신할 수 있다.
5) 박사과정의 경우 선수과목 대상에 해당되는 원생은 선

(2)교과과정 구성
가. 학위과정별 교과과정 구성

수과목 9학점(3개 과목)을 이수하여야만 졸업 학위논
문 제출자격을 갖게 된다.
6) 박사과정의 선수과목은 아래 표에 기재된 과목명의 개

1) 석·박사 학위 통합과정
가) 헌법 전공

설 과목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구분

헌법 전공

법학과 교과과정 내 유사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예

필수 선수과목

민법(1)

선수과목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4과목 이수]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컨대 민사법일반이론 대신 채권법일반이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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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공통필수과목

공통필수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헌법일반이론, 기본권론, 권력분립론, 헌법특수
[3과목 이수]

문제연구 택3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3과목 이수]
전공선택과목

나) 행정법 전공

민사법일반이론, 물권법일반이론, 채권법일반이
론, 가족법일반이론, 민사소송법일반이론, 국제
엔터테인먼트법 택3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바) 상사법 전공

구분

행정법 전공

구분

상사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민법(1)

필수 선수과목

민법(1)

선수과목
[4과목 이수]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선수과목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4과목 이수]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공통필수과목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공통필수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행정법일반이론, 행정작용법연구, 행정판례연구,
[3과목 이수]

비교행정법연구 택3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3과목 이수]
전공선택과목

다) 형사법 전공

상사법일반이론, 회사법일반이론, 상사법판례연
구, 국제거래법, 경제법, 조세법연구, 경제법판
례연구 택3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사) 사회법 전공

구분

형사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민법(1)

구분

사회법 전공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필수 선수과목

민법(1)

선수과목
[4과목 이수]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선수과목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4과목 이수]

공통필수과목

구, 형사소송법판례연구 택3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공통필수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형법일반이론, 형사소송법일반이론, 형법판례연
[3과목 이수]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전공별 필수과목 노동법일반이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

라) 국제법 전공

[3과목 이수]

사관계법, 노동판례연구 택3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아) 기초법 전공

구분

국제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민법(1)

구분

기초법 전공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필수 선수과목

민법(1)

선수과목
[4과목 이수]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선수과목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4과목 이수]

공통필수과목

법, 해양법, 영토관할법연구 택3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공통필수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국제법일반이론, 국가책임법, 조약법, 국제인권
[3과목 이수]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전공별 필수과목 법철학일반이론, 법사상사연구, 법학방법론연

마) 민사법 전공
구분

민사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민법(1)

선수과목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4과목 이수]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3과목 이수]

구, 생명윤리와 법 택3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2) 박사과정
가) 헌법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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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헌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선수과목
[3과목 이수]

민사법일반이론

필수 선수과목

헌법일반이론, 민사법일반이론, 행정법일반이

선수과목

론, 형법일반이론, 상사법일반이론, 국제법일반

[3과목 이수]

이론

공통필수과목

민사법일반이론
헌법일반이론, 민사법일반이론, 행정법일반이
론, 형법일반이론, 상사법일반이론, 국제법일반
이론,

공통필수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헌법일반이론, 기본권론, 권력분립론, 헌법특수
[2과목 이수]

문제연구 택2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2과목 이수]
전공선택과목

민사법일반이론, 물권법일반이론, 채권법일반이
론, 가족법일반이론, 민사소송법일반이론, 국제
엔터테인먼트법 택2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나) 행정법 전공
바) 상사법 전공

구분

행정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민사법일반이론

구분

상사법 전공

헌법일반이론, 민사법일반이론, 행정법일반이

필수 선수과목

민사법일반이론

선수과목
[3과목 이수]

론, 형법일반이론, 상사법일반이론, 국제법일반

선수과목

이론,

[3과목 이수]

공통필수과목

구, 비교행정법연구 택2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이론,

공통필수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행정법일반이론, 행정작용법연구, 행정판례연
[2과목 이수]

헌법일반이론, 민사법일반이론, 행정법일반이
론, 형법일반이론, 상사법일반이론, 국제법일반

전공별 필수과목 상사법일반이론, 회사법일반이론, 상사법판례연

다) 형사법 전공

[2과목 이수]

구, 국제거래법, 경제법, 조세법연구 택2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사) 사회법 전공

구분

형사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민사법일반이론

구분

사회법 전공

헌법일반이론, 민사법일반이론, 행정법일반이

필수 선수과목

민사법일반이론

선수과목
[3과목 이수]

론, 형법일반이론, 상사법일반이론, 국제법일반

선수과목

이론,

[3과목 이수]

공통필수과목

구, 형사소송법판례연구 택2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론, 형법일반이론, 상사법일반이론, 국제법일반
이론,

공통필수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형법일반이론, 형사소송법일반이론, 형법판례연
[2과목 이수]

헌법일반이론, 민사법일반이론, 행정법일반이

전공별 필수과목 노동법일반이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

라) 국제법 전공

[2과목 이수]

사관계법, 노동판례연구 택2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아) 기초법 전공

구분

국제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민사법일반이론

구분

기초법 전공

헌법일반이론, 민사법일반이론, 행정법일반이

필수 선수과목

민사법일반이론

선수과목
[3과목 이수]

론, 형법일반이론, 상사법일반이론, 국제법일반

선수과목

이론,

[3과목 이수]

공통필수과목

법 택2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법철학일반이론, 법사상사연구, 법학방법론연

마) 민사법 전공
구분

이론,

공통필수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국제법일반이론, 국가책임법, 조약법, 국제인권
[2과목 이수]

헌법일반이론, 민사법일반이론, 행정법일반이
론, 형법일반이론, 상사법일반이론, 국제법일반

민사법 전공

[2과목 이수]

구, 생명윤리와 법 택2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3)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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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헌법 전공

전공선택과목

구분

헌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민법(1)

선수과목
[4과목 이수]

마) 민사법 전공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구분

민사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민법(1)

선수과목
[4과목 이수]

공통필수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헌법일반이론, 기본권론, 권력분립론, 헌법특수
[2과목 이수]

문제연구 택2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나) 행정법 전공

전공선택과목
행정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민법(1)

선수과목
[4과목 이수]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형사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민법(1)

선수과목
[4과목 이수]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국제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민법(1)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구분

사회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민법(1)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전공별 필수과목 노동법일반이론,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
[2과목 이수]

사관계법, 노동판례연구 택2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아) 기초법 전공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구분

기초법 전공

필수 선수과목

민법(1)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선수과목
[4과목 이수]

공통필수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국제법일반이론, 국가책임법, 조약법, 국제인권
[2과목 이수]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공통필수과목

라) 국제법 전공
구분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구, 국제거래법, 경제법, 조세법연구 택2

[4과목 이수]

전공선택과목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2과목 이수]

선수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형법일반이론, 형사소송법일반이론, 형법판례연

[4과목 이수]

민법(1)

사) 사회법 전공

공통필수과목

선수과목

필수 선수과목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구, 형사소송법판례연구 택2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상사법일반이론, 회사법일반이론, 상사법판례연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2과목 이수]

엔터테인먼트법 택2

공통필수과목

다) 형사법 전공
구분

민사법일반이론, 물권법일반이론, 채권법일반이
론, 가족법일반이론, 민사소송법일반이론, 국제

상사법 전공

[4과목 이수]

전공별 필수과목 행정법일반이론, 행정작용법연구, 행정판례연

전공선택과목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구분

선수과목

공통필수과목

구, 행정소송법연구 택2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바) 상사법 전공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2과목 이수]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공통필수과목

[2과목 이수]

구분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법 택2

헌법(1), 행정법(1), 형법(1), 상법(1)(기업법기
초), 국제법, 소송과 실무(2)(민사소송법(1)), 소
송과 실무(1)(형사소송법(1)) 택4

공통필수과목
전공별 필수과목 법철학일반이론, 법사상사연구, 법학방법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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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이수]

생명윤리와 법 택2

전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을 제외한 교과과정 내 다른 과목

행정법일반이론, 행정절차법연구, 행정법특수연구, 비교
행정법연구, 규제행정법연구 등에서 석사과정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택2, 전공선택과목 중 택1, 박사과정
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택2, 전공선택과목중 택2

나. 타학과 개설과목의 수강 학점 상한

2) 형사법 전공

재학 중 타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의 수강은 석사과정은

형법일반이론, 범죄론, 형벌론, 형사소송법일반이론, 형

9학점까지, 박사과정은 12학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사정책, 형법판례연구, 비교형사법, 범죄사회학 등에서

18학점까지만 허용함

석사과정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택2, 전공선택과목
중 택1, 박사과정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택2, 전공선

(3) 지도교수 배정 및 세부전공 선택

택과목중 택2

가. 지도교수 배정 및 전공연구

3) 국제법 전공

ⓛ 1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교수를 선

국가책임법, 조약법, 해양법, 국제인권법, 외교관계법,

정하여야 한다.

국제기구론, 국제환경법, 국제거래법 등에서 석사과정

② 지도교수 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택2, 전공선택과목 중 택1,

단, 1인의 지도교수는 석박사과정생을 모두 합하여 연

박사과정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택2, 전공선택과목중

간 8인까지만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택2

③ 지도교수는 교수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4) 민사법 전공

변경할 수 있다. 단, 박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

민사법일반이론, 물권법일반이론, 채권법일반이론, 불법

한 후 1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후에 논문을 제출할 자

행위론, 가족법일반이론, 민사소송법일반이론 등에서

격이 있다.

석사과정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택2, 전공선택과목

④ 본인의 세부전공을 결정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교과과

중 택1, 박사과정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택2, 전공선

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여야 한다. (※ 교과과정표

택과목중 택2

참조)

5) 상사법 전공

⑤ 석사과정의 경우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4

상사법일반이론, 회사법일반이론, 유가증권법, 보험법,

차 학기 수강신청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Ⅰ

해상법, 상사법특수연구, 지적소유권법, 국제거래법 등

(2학점)을 수강하여야 한다.

에서 석사과정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택2, 전공선택

⑥ 박사과정의 경우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3

과목 중 택1, 박사과정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택2,

차 학기 수강신청부터는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

전공선택과목중 택2

구Ⅱ(3차학기),Ⅲ(4차학기)을 수강하여야 한다.

6) 사회법 전공

⑦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

노동법일반이론, 개별적근로관계법, 집단적노사관계법,

정된 이후, 7차 학기 수강신청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사회법일반이론, 사회보장법, 노사관계론, 고용보장법

전공연구Ⅱ(7차학기),Ⅲ(8차학기)을 수강하여야 한다.

등에서 석사과정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택2, 전공선

⑧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택과목 중 택1, 박사과정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택2,
전공선택과목중 택2

나. 세부전공 선택

7) 기초법 전공

세부전공은 1차 학기말까지 선택하여, 세부전공배정요

법철학일반이론, 법철학특수연구, 자연법연구, 법사상사

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 법학방법론연구, 법사회학, 언론법, 법정보학 등
에서 석사과정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택2, 전공선택

(4)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과목 중 택1, 박사과정의 경우 전공필수과목 중 택2,

가. 어학시험

전공선택과목중 택2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5) 논문 프로포절 심사
나. 전공시험

가.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1) 헌법ㆍ행정법 전공

석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4차 학기에 지도교수의

헌법일반이론, 정치제도론, 정당론, 기본권론, 권력분립
론, 비교헌법, 헌법판례연구, 헌법과경제, 헌법소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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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나.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② 외부심사위원은 1인까지 위촉 가능함

1) 시기 및 장소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 불가함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본 논문 심사 이전 학기 중

2) 심사과정
① 석사논문심사는 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

에 하루를 지정하여 실시한다.

로함

2) 심사위원회의 구성

②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정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한다.

찬성으로 통과함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심사과정
①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는 박사과정 재학생

나. 박사논문심사

및 수료생이 이에 해당된다.

1) 심사위원회의 구성

②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원할 경우 학기초에 대학

①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원 조교에게 통보를 하고 안내를 받아야 한다.

소지한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비전임교

③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들은 심사일 일주일
전까지 발표자료를 지도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에

수, 명예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게 직접 또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하여 전달하여야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한다.

② 외부심사위원은 최소 1인은 의무적으로 위촉하되 2

④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들은 심사당일 발표

인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 사본을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며, 개인
별로 20～30분간 논문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실시하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 불가함

도록 하고,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방법

④ 심사위원은 학기당 2편을 초과하여 논문심사 불가함

의 타당성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⑤ 박사논문 심사위원에는 해당 논문 프로포절 심사위
원 중 반드시 2인이 포함되어야 함

사항을 지적한다.

2) 심사과정

⑤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심사에 참석한 학과 교수

① 박사논문심사는 2회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심사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프로포절

간격은 최소한 7일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 5분의

심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4이상의 출석으로 진행함

⑥ 박사논문 프로포절 심사결과 불합격한 경우 당해

② 박사논문심사는 공개발표(1차심사의 경우)와 내용심

학기에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없다.

사 및 구술시험으로 함
③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6) 학위논문 제출자격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가. 석사과정

찬성으로 통과함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④ 박사논문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 개시 후 8주 이내
에 심사를 완료해야 함

나. 박사과정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국내외 전문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단
독, 주저자 1편의 논문을 게재한 자로서 논문 제출 학기
전에 당해 논문 제출 학기 2차 예비심사를 합격한 자

3. 교과과정
(7) 학위논문 본심사

(1)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가. 석사논문심사

가. 헌법 전공

1) 심사위원회의 구성

헌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학점

① 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헌법의 각 이론과 헌법의 역사 및 국가이론 등에 관해 연

소지한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비전임교

구한다.

수, 명예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

기본권론(Basic Rights) 3학점

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인
을 받은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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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에 관해 연구한다.

권력분립론(Separation of Powers) 3학점

국가책임법(State Responsibility) 3학점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지는 권력의 분립에 대해 연

국제법상 위법행위를 한 국가에게 부과되는 책임에 관한

구한다.

이론을 연구 한다.

헌법특수문제연구

조약법(Law of Treaties) 3학점

(Spezifische Probleme des Verfassungsrechts)3학점

조약의 체결과 해석, 그리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비인

기본권 및 국가구조 등 모든 헌법영역을 포괄하여 헌법재
판 실무와 헌법학에서 근래 논의되는 중요한 문제 중에서 아

협약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of Human Rights) 3학점

직 법리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
루고자 한다.

국제인권법의 기본이론과 관련 법제도를 연구한다.
해양법(Law of Sea) 3학점
해양법의 역사적 발전과 공해, 영해, 대륙붕, 심해저 등 관

나. 행정법 전공

련법 이론은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행정법일반이론

영토관할법연구(Studies on International Principles of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3학점

Territorial Jurisdiction) 3학점

행정법의 기본이론과 역사적 배경 및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국가영역에 대한 영토적 관할권 행사에 적용되는 국제법적

관해 연구한다.

원칙을 국제분쟁사례와 대한민국이 관련된 사안을 중심으로

행정작용법연구(Law of Administrative Action) 3학점

포괄적으로 고찰한다.

행정주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법률적
작용과 사실적 작용에 대한 법을 연구한다.

마. 민사법 전공
민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ivil Law) 3학점

행정판례연구(Case Studies on Administrative Law) 3학점
행정법상의 판례를 분석 연구한다.

민법 이론의 핵심인 물권 변동 및 담보물권에 관해 연구한

행정소송법연구

다.

(Law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3학점(석사)

물권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Realty) 3학점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리침해 구제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물권법 총론분야에 관해 연구한다.
채권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Obligation) 3학점

비교행정법연구

채권법 총론분야에 관해 연구한다.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3학점(박사,석·박사 통합)

가족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Family Law) 3학점

각국의 행정법을 비교, 분석 연구한다.

가족관계와 권리·의무의 승계인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가족
법을 다른 재산법과 비교해서 연구한다.

다. 형사법 전공

민사소송법일반이론

형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ivil Procedure) 3학점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3학점

민사소송법의 기본구조에 관해 연구한다.

형법의 기본이론에 관하여 연구한다.

국제엔터테인먼트법(International Entertainment Law)3학점

형사소송법일반이론

저작권, 대리, 창작예술 등 각 분야와 관련된 법적 분쟁유

(General Theory of Criminal Procedure Law) 3학점

형, 이에 대한 국제사법적 해결방안 및 국제조약에 따른 해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에 관하여 연구한다.

결방안 등을 강의한다.

형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Criminal Law) 3학점
형법에 관한 판례를 분석·연구한다.

바. 상사법 전공

형사소송법판례연구

상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3학점

(Case Studies on Criminal Procedure Law) 3학점

상법총론과 상법행위에 관해 연구한다.

형사소송법에 관한 판례를 분석·연구한다.

회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rporation) 3학점
회사법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한다.

라. 국제법 전공

상사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Commercial Law) 3학점

국제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3학점
현대의 빈번한 각 국가간의 경제교류에 따른 법적 측면을
살펴보고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상사법 분야의 중요 현안 문제에 대
해 연구한다.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Law) 3학점

살펴본다.

국제간의 거래에 관한 법률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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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Economic Law) 3학점

정치제도론(Political Instituons) 3학점

경제법의 이념과 대상 및 성격을 고찰한 뒤 경제와 관련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주요 정부형태에 관한 비교분석

사항을 연구한다.

과 권력분립의 원칙 등 자유정부의 원리에 관해 연구한다.

조세법연구(Research on Taxation) 3학점

비교헌법론(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3학점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이 많은 분야에서 미국의 현재 세법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세계의 중요한 입법국가의 헌법에

이나 세법관련 이론들을 적극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 바, 기

관해 연구한다.

업관련 세법을 중심으로 미국의 세법과 한국의 세법을 비교

헌법소송론(Constitutional Adjudiction) 3학점

하여 봄으로써 한국세법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헌법재판제도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각국의 경험과 역사

경제법 판례연구(Antitrust and Consumer Law Case Study)

에 관해 연구한다.

3학점

헌법해석론(Analysis of Constitutional Law) 3학점

경제법판례연구에서는 독점 규제와 소비자에 관한 공정거
래위원회와 법원의 사례를 다룬다.

헌법의 해석에 관한 방법론을 심도 있게 연구한다.
입법론 (Theory of Legislation) 3학점
입법원리, 입법절차, 입법형식, 입법효과 등을 연구한다.

사. 사회법 전공

영상미디어법연구(Studies in Media Law) 3학점

노동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Labor Law) 3학점

법과 문화 일반에 관한 공통소양을 갖추고 특히 영상 미

노동법에 관련되어 전반적인 기초이론을 연구한다.

디어법 분야에 관해 연구한다.

개별적근로관계법(Individual Labor Law) 3학점

정부형태론(Governmental Morphology) 3학점

노동법일반이론과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개별적 근로관계

정부형태의 의의, 특색, 유형 등 기본적 정부형태론을 살

법을 연구한다.

피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정부형태를 구체적으로

집단적노사관계법(Collective Labor Law) 3학점

분석한다.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을 중심으로 노동법의 이론과

정보프라이버시법(Information Privacy Law) 3학점

현실 문제를 분석, 연구한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위협적인 요소로

노동판례연구(Case Studies on Labor Law) 3학점

작용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법적 기준을 어

자본가와 근로자의 대립에 대한 판례를 비교 헌법상의 이
념과의 마찰을 비교, 분석한다.

떻게 설정하여야 하는가가 중요한 법률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프라이버시와 언론매체의 관계, 법집행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건강정보 또는 유전자정보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DB

아. 기초법 전공

와 프라이버시, 근로자정보와 프라이버시, 익명의 자유와 프

법철학일반이론(Philosophy of Law) 3학점

라이버시의 관점 등의 쟁점을 다룬다.

법의 근원과 본질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를 탐구한다.

정당론(Political Parties) 3학점

법사상사연구(History of Legal Thoughts) 3학점

헌법의 기본제도인 정당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법이론가들의 사상을 역사적으로 연구한다.

중국법(Chinese Law) 3학점

법학방법론연구(Methodology of Law) 3학점

날로 증대하는 한중교류의 상황에서 팽창하는 중국시장의

법의 인식과 발견, 법해석의 방법론, 법적 논증과정, 법적

법제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관계 법제를 중심으

사고 등을 연구한다.

로 한 중국 법치주의 수준의 발전에 발맞추어 그 법률체제에

생명윤리와 법(Bioethics and Law) 3학점

대한 이해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강좌는 중국에 관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

련된 제반 법률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한편, 그러한 현상들이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러일으키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

한국헌정사(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3학점

하고, 그에 대한 법적, 윤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헌법의 형성ㆍ전개 및 배경 등을 고찰한다.
방송법특수연구

(2)세부전공별 선택과목

(Special Studies in Broadcasting Law) 3학점

1)석·박사학위 통합과정

방송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실태분석 및 이론분석을 통하

가. 헌법 전공

여 검토한다.

선거제도론(Election Systems) 3학점

언론법(Law of Mass Communication) 3학점

각국의 선거제도를 비교 고찰하고 통치권과 권력구조에 미
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언론의 자유와 현대의 매스미디어의 규제와 관련 법익과의
문제점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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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한다.
나. 행정법 전공

행정조직법연구(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3학점

행정절차법연구(Law of Administrative law) 3학점

행정권 주체의 활동에 전제가 되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조

행정절차에 관한 미국과 독일의 입법의 분석과 우리나라에
과제에 관해 연구한다.

직에 관한 법을 연구한다.
경찰행정법연구(Police Law) 3학점

규제행정법연구(Law of Regulatory Administration) 3학점

경찰행정과 관련되는 제도 및 규범을 이론적 측면에서 검

현대국가에서의 정부의 규제작용의 근거와 정당화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통제에 관한 제반 법리를 연구한다.

토·연구한다.
행정법사(History of Administrative Law) 3학점

행정강제법연구(Law of Administrative Execution) 3학점

행정법상의 여러 제도의 변천과정과 이론의 발전을 비교

행정상 즉시 강제와 강제집행, 행정조사, 새로운 강제수단
에 관하여 연구한다.

연구한다.
재정행정법연구(Law of Public Finance) 3학점

지방자치법연구(Studies on Local Government Law) 3학점
지방자치행정과 관련된 제규범 및 법이론에 대해 연구한다.
교육행정법연구(Law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학점
교육행정과 관련되는 제도 및 규범을 관련 법이론과 함께
검토한다.

행정법 중에서 재정행정법의 개념구성과 내용 및 문제점에
관하여 연구한다.
자원환경법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al Law) 3학점
자원의 관리와 환경오염 규제에 관한 법리를 연구한다.

복리행정법연구(Law of Welfare Administration) 3학점

환경법특수연구

공공복리를 위한 행정법으로서 공기업, 공공시설 등 복리
행정법과 문화, 교육, 사회보장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Special Studies on Environmental Law) 3학점
최근 환경법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연구한다.

연구한다.

조세행정법연구(Administrative Law of Taxes) 3학점

에너지법연구(Energy Law) 3학점

각종 조세와 관련된 법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합리적인 법제도를 통한 국민복지는 물론 에너지정책수립

문화예술행정법연구

을 위한 연구로 합리화 방안을 분석한다.

(Administrative Law of Culture and Art) 3학점

행정법특수연구

21세기에 있어 국부창출의 원동력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Special Studies on Administrative law) 3학점
행정법 일반원리에 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과학기술행정법연구

환경법연구(Environmental Law) 3학점

(Administrative Law of Science and Technique) 3학점

환경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과학기술관련법에 대한 이론 및 실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경제행정법연구

국제환경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학점
대기 및 해양 등의 공해를 방지하여 국제환경을 유지, 보

(Administrative Law of Economic Regulation) 3학점

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제도를 연구한다.

경제행정조직 및 경제행정작용에 관한 법을 연구한다.

바이오행정법(Bioadministrative law) 3학점

교통행정법연구(Administrative Law of Traffic) 3학점

인간, 동물, 식물 및 미생물의 이용과 관련된 생물안전성을

교통과 관련된 공법규정을 연구한다.

보장하기 위한 행정법제, 이용촉진과 관련된 육성행정법에서

건축행정법연구(Administrative Law of Architecture) 3학점

도입하고 있는 제도를 주된 강의대상으로 한다.

건축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건축과 관련된 공
법규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다. 형사법 전공

토지행정법연구

형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Criminal Law) 3학점

(Land Use Control and Government Regulation) 3학점

범죄론의 각부분 또는 형벌론의 특정부분을 학기에 따라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행정법적 규제에 관해 연구한다.
복지행정법연구(Administrative Law of Welfare) 3학점

집중 연구한다.
형사소송법특수연구

국민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에 촉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복지행정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Special Studies on Criminal Procedure Law) 3학점
수사절차 또는 공판절차, 증거, 재판, 상소 등 특정부분을

국가보상법연구

학기에 따라 집중 연구한다.

(Law of Administrative Compensation) 3학점

범죄론(Doctrines of Criminal Law) 3학점

국가·공공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의 권리구제에 관하

형법에 있어서의 범죄론의 기본문제에 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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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론(Doctrines of Penology) 3학점

형사판례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Criminal Law) 3학점

형법에 있어서의 형벌론의 기본문제에 관해 연구한다.

범죄론의 각부분 또는 형벌론의 특정부분을 학기에 따라

수사절차론

집중연구한다.

(Theory of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3학점

형사학연구(Studies on Criminal Law) 3학점

임의수사, 강제수사등의 수사절차에 대하여 연구한다.

형사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형사증거법론(Theory of Criminal Evidence Law) 3학점

형사책임론특수연구(Theory of Culpability) 3학점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증거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형법상의 책임의 본질과 근거에 관한 제학설을 고찰하고
책임과 책임 원칙의 확립을 시도한다.

형사정책연구(Criminology) 3학점
범죄와 그에 관한 대책에 관해 연구한다.

형사증거법특수연구

형사정책특수연구

(Theory of Criminal Evidence Law) 3학점

(Special Studies on Criminal Policy) 3학점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증거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형사정책의 이론과 실무를 연구, 검토하여 범죄의 예방과
교정, 갱생의 능률적 방안을 연구한다.

사이버범죄론(Cybercrime) 3학점
우리나라의 사이버범죄 입법의 과정 및 이론의 전개, 판례

한국형법사연구

의 태도 등을 분석하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Studies on History of Korean Criminal Law) 3학점

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입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형법이 발전해온 역사에 관하여 연구한다.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특별형법연구(Studies on Special Criminal Law) 3학점

게임형법연구(Studies on Criminal Law on Games) 3학점

형사특별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게임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와 게임이용에 있어서 발생하
는 각종 범죄 사례 등을 연구한다.

행정형법연구
(Studies on Administrative Criminal Law) 3학점
다양한 행정형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라. 국제법 전공
국제경제법(International Economic Law) 3학점

비교형사법(Comparative Criminal Law) 3학점
각국 형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현대의 빈번한 각 국가간의 경제교류에 따른 법적 측면을
살펴보고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국제형법(International Criminal Law) 3학점
국제형법에 있어서 문제되는 쟁점에 관해 연구한다.

살펴본다.

보안처분연구(Preventive Measures) 3학점

국제법특수연구

행위자의 위험성에 착안하여, 그에 대한 사회보정을 꾀하
는 국가적 처분인 보안처분의 성질, 종류 등을 연구한다.

(Special Studies on International Law) 3학점
국제법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조직, 국가영역,
조약체결절차를 비롯한 제도를 중점 연구한다.

범죄사회학연구(Criminal Sociology) 3학점
범죄에 대한 사회현상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대외관계법(International Relation) 3학점

범죄심리학연구(Criminal Psychology) 3학점

국제간의 대외관계에 관련된 법을 연구한다.

범죄의식에 있어서 내재적 요인인 심리적 내면에서 범죄인
간형에 이르는 관계를 연구한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3학점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일반민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의 방

노동형법연구(Labor Crimes) 3학점

지를 위한 국제협력과 관련법규를 연구한다.

징역, 환형유치와 같은 형법중 노동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
를 연구한다.

통일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in Reunification Law) 3학점

범죄생태학(Criminal Anthropology) 3학점

통일에 대비한 법적 문제들을 비교법적으로 심화 연구한다.

범죄이론 중 신파의 생태적 범죄인설의 입장에서 범죄인의
유전적 요소와 범죄성향과 비율을 일반인과 비교하여 연구한다.
형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3학점

분단국법률문제연구
(Legal Studies on Divided States) 3학점
주요분단국에서 발생한 법률문제와 해결사례를 연구한다.

형법의 기본이론에 관하여 연구한다.

국제통상분쟁처리법(WTO Dispute Settlement Cases) 3학점

형사법판례연구

학생들에게 WTO의 기본적 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Case Study on Criminal Law) 3학점

WTO 체계가 출범한 이래 과거 WTO 분쟁사례에 대해 연구

형사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형법학설 및 외국 판례와 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ㆍ분석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장래의 판례의 방향을 제

국제형사재판소제도연구

시한다.

(Advanced Studies o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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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학살, 중대 전쟁범죄, 침략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국

칙을 포함하고 있는 WTO농업협정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

제적 형사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재판하는 상설 국제형

본적 원칙과 적용방법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

사재판소의 조직 및 구성, 관할권과 그 행사, 재판절차, 한계

히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 일반적 디자세이프가드, 농산물세이

등을 고찰한다.

프가드, FTA 세이프가드, 개도국세이프가드, 중국세이프가드,

UN 인권레짐연구

보조금협정 예외대상, 개도국 특례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Studies on UN Human Rights Regime) 3학점

WTO 위생 및 검역협정연구 (Studies on WTO Sanitary and

UN 차원에서 채택된 인권보호를 위해 채택된 인권보호조
약과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국제적 감독기구의 창설 및
역할, 기능, 한계 등을 고찰한다.

Phytosanitary Agreement) 3학점
GATT 제20조의 위생관련 규범을 명확히 하기 위해 채택
된 SPS협정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과학적 정당성, 국제의

국제해양법특수연구

무기초의무, 국제의무 일탈조건, 위험평가방법, 무역제한성,

(Advanced Studies on UN Law of Sea) 3학점

사전예방원칙, 국제전문기구의 역할 등에 대해 분쟁사례를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한 UN해양법협약의 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중심으로 새롭게 창설된 국제해양법 질서를 살펴보고, 각 수

WTO 서비스협정연구

역별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특히 UN해양법상 대

(Studies on WTO Service Agreement) 3학점

한민국과 관련된 여러 해양법 사안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한다.

WTO출범으로 도입된 WTO 서비스협정을 최혜국대우원칙,

한국과 국제법 실행

내국인대우원칙, 적용범위, 시장접근, 국내규정의 적용요건,

(Korea's Practices of Iternational Law) 3학점

예외 등을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국제법 일반이론에 기초하여 한국의 국제법 실천 및 관행
(국가관행, 정부입장, 대법원판례, 기타 국제법적 문제에 대

WTO 지적재산권협정연구
(Studies on WTO TRIPS Agreement) 3학점

한 대응 포함)을 분석적으로 고찰한다.

WTO출범으로 도입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기본적

EU법(Introduction to EU Law) 3학점

규범 중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

새롭게 탄생한 유럽연합의 탄생과정과 발전, 주요기관의

준, 시행, 분쟁의 방지 및 해결에 관한 규칙 등을 분쟁사례

기능과 역할, EU법의 연원과 입법절차, EU법과 회원국 국내

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법의 관계, 분쟁해결제도, 대외관계법, 공동통상정책 등을 고

WTO/FTA 투자규범연구

찰한다.

(Studies

통상과 환경

Measures Agreement) 3학점

(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al Law) 3학점

on

WTO/FTA

Trade-Related

Investment

WTO 투자규범 중 WTO/FTA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1990년 이후 채택된 국제환경조약들, 특히 생물다양성협

규범을 적용범위,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예외, 개도국 예

약, 오존층보호를 위한 후속 몬트리얼 의정서, 잔류성유기오

외조치, 투명성, 협의 및 분쟁해결, 투자자-국가제소권(ISD)

염물질에 대한 스톡홀름협약, LMO의 국제적거래를 규율한느

등에 관해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거래를 규제

자유무역협정 협상쟁점연구

하는 멸종위기동식물보호조약,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

(Stueies on FTA Negotiation Issues) 3학점

교역에 있어서 사전통보승인에 관한 로테르담협약 등은 그

FTA협정 당사국간 관세 또는 비관세 통상장벽을 제거함으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를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서

로써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해 체결되는 FTA협정의 협상쟁

국제통상규범인 WTO/GATT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

점을 GATT 제24조 FTA협정체결의 기본적 요건, WTO규범과

정은 국제통상규범과 국제환경조약이 충돌성을 분석하여 해

의 차이점등을 한-미 FTA와 한-EU FTA협정을 중심으로 고

결방안을 고찰한다.

찰한다.

WTO 무역구제연구

WTO 분쟁해결절차

(Studies on WTO Trade Remedies) 3학점

(Studies on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3학점

WTO협정 중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무역구제 관

WTO/GATT 분쟁해결절차의 규범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련 분쟁, 즉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의 권리

위해 채택된 WTO 분쟁해결절차를 대상범위, 해석원칙, 협의

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적용방법을 분쟁사례를 중

요청방법 및 절차, 패널설치요건, 패널의 권한사항, 패널절

심으로 분석 및 고찰한다.

차, 상소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관한 감동 등을 중심

WTO 농업협정연구

으로 고찰한다.

(Studies on WTO Agricultural Agreement) 3학점

국제법사연구(History of International Law) 3학점

WTO협상과정 중 가장 민감한 분야이면서 가장 복잡한 규

국제법 이론의 변천을 국제관습법, 조약 선언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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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고찰한다.

and Affirmative Defens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국제분쟁처리법

Law) 3학점

(Law of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3학점

지적재산권법을 충분히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로 토론식 세

국제간의 이익을 조정하고 분쟁 발생시 효과적인 분쟁처리

미나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강의 방식은 지적재산권법

를 위한 국제분쟁처리법을 연구한다.

의 요건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본 강

국제연합법연구(United Nations Law) 3학점

좌는 지적재산권법과 관련하여 원.피고측의 요건사실을 중심

UN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이 되는 국제연합법에 대하여 연

으로 토론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 방법을 통해 지적재

구한다.

산권법 특히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국제재판연구(International Litigation) 3학점

법률가 협상론(Legal Negotiation) 3학점

국제사법재판소의 권한과 판결 등에 관해 연구한다.

판사, 변호사 등 법률가의 관점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항공우주법연구(Law of Aviation and outer Space) 3학점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한다. 이 과목에서는 의뢰인과의

항공법의 체제와 관련조항을 검토하고 법제 적용가능성과

협상, 법률가로서의 협상전략, 협상계획, 협상자간의 관계설

국제협력제도에 대해서 연구한다.

정, 최초의 협상안 설정, 정보교환 전략, 차이점의 극복, 최

국가책임법특수연구

종협상, 협상상담방법론, 다수당사자협상 ADR과 협상에 대

(Special Studies on State Responsibility) 3학점

하여 검토한다.

국제관계에서의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및 해제방법과 새로
운 국제상황에 따른 책임이론 등을 연구한다.

의료와 법(Healthcare Law) 3학점
우리 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의료서비스는 필수재이므로,

국제조직법연구(La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3학점

기본적으로는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배분되지만 많은 공적

날로 확대되고 있는 국제관계에 관련된 기관의 설립과 활

통제를 필요로 한다. 의료와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의료계약

동을 다룬 국제조직법을 연구한다.

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분쟁 및 해결방안

국제판례연구(Case Studies on International Law) 3학점

을 논의한다. 또한 국가 의료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구제의

국가간의 분쟁과정에서 성립된 국제판례를 연구한다.

필요성과 방법을 연구한다. 특히 의료산업 선진화와 의료의

남북한법통합연구(Inter-Korean Legal Integration) 3학점

공공성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분단국법통합사례와 남북한 법통합 방안을 연구한다.

고찰한다.

외교관계법(Diplomatic Relations Law) 3학점

민사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Civil Law) 3학점

외교관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과 이 분야에서의 최근의

민사법 분야의 국내외 판례를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함으로

발전을 분석한다.

써 민법의 적용방향을 연구한다.

전쟁법(Law of War) 3학점

재산법판례연구

전쟁의 개념과 효과, 법규, 전쟁의 새로운 경향 등 전시관
계 국제법을 연구한다.

(Case Studies on Property and Obligation Law) 3학점
실증적인 재산법 판례를 고찰함으로써 재산법의 운영 및

북한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in North Korea Law) 3학점
북한의 법원리와 법제도를 분야별로 연구한다.

민사판결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족법판례연구

WTO TBT협정연구(Studies on WTO TBT agreement) 3학점
WTO/GATT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중 가장 대표적

(Case Studies on Family Law) 3학점
가족법에 관한 이론적 바탕 하에 관련된 실증적인 판례를

인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에 따른 무역에 관한 기술

연구한다.

장벽 협정의 요건 및 제외사유, 기본적 의무, 기준 등에 대

비교민사판례연구

해 연구한다.

(Comparative Civil Procedure) 3학점

국제환경법연구

세계 주요 국가의 민사법에 관련된 판례를 비교 분석한다.

(Studies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3학점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최근 엄격하고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며 새롭게 나타난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생물다양성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
책임과구제의정서, 나고야의정서 등 신국제환경법질서에 대
하여 연구한다.

(Private International Law) 3학점
국제사법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와 중요한 사례를 연구한다.
독일민법연구(Studies on German Civil Law) 3학점
우리 민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민법에 관해
연구한다.

마. 민사법 전공

불란서민법연구(Studies on French Civil Law) 3학점

지적재산권법요건사실론(A Study on Prima Facie Cases

우리 민법의 판덱텐식과는 다른 로마식의 법체계를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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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민법을 연구한다.

관련판례를 분석하여 이론을 도출하고 계약실무를 이해한다.

민사소송법판례연구

문화예술과민사법(Culture and Art and Civil Law) 3학점

(Case Studies on Civil Procedure) 3학점

국부창출의 원동력이며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인 문

민사소송법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연구하거나 최근의 주요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화예술과 민사법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부당이득법연구(Study on Excessive Profits) 3학점

소비자파산연구

부당이득 일반론과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에 관하여

(Study on Consumer Bankruptcy) 3학점

연구한다.

소비자파산에 관한 일반이론 및 입법적 검토를 한다.

불법행위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Torts) 3학점

특허소송연구(Study on Patent Procedure) 3학점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양자

특허법원에서의 특허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 연구한다.

의 차이 및 이러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

강제집행법연구

하여 살펴본다.

(Law of Enforcement of Judgment) 3학점

부동산사법연구(Law of Registration) 3학점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의 판결에 대한 강제
적인 실현을 규율하는 강제절차에 관하여 연구한다.

부동산관련 사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건축사법연구(Private Law in Architecture) 3학점

파산법연구(Law of Bankruptcy) 3학점

건축법에서의 담보책임과 민법상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비

채무자의 무자력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게 되는 파산과
특히 기업에 관한 파산에 관하여 일반적인 것을 연구한다.

교 연구한다.
로마법연구(Study on Roman Law) 3학점

민사소송법특수연구

로마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사고방식을 구체적 사례 및 체

(Special Studies on Civil Procedure) 3학점

계적 고찰을 통하여 연구한다.

민사소송의 현대적 과제와 중요 현안 쟁점에 관하여 연구
한다.

물권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Property Law) 3학점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물권법의 기초이론이 구체적 사안에
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구체적 사안

엔터테인먼트계약법(Entertainment Contract Law) 3학점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성립, 이행 및 불이행에 관해 연구한다.

에서 발견되는 각 이론들의 장, 단점을 이해하고 각 이론들
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을 정립할 수

매매법연구(Study on Sale Law) 3학점
매매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 특히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
련된 문제를 연구한다.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다수당사자소송론(Multi-party Litigation) 3학점

민사책임론(Civil Responsibility) 3학점

민사소송 중 복합적 성격을 지닌 복수청구소송과 다수당사

민사법 분야에 있어서 책임이론에 관해 연구한다.

자소송 중 특히 여러 당사자가 포함되어 복합적인 문제를 발

담보물권법연구(Secured Property) 3학점

생시키는 다수 당사자 소송유형에 대하여 공부한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비전형담보로서 등기담보나 양도
담보를 연구한다.

계약법특수연구 3학점
여러 특수계약의 유형에 관하여 살피고, 기존의 계약 법학
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해법을 탐구하여 특수계약의 법적 구

무채재산권특수연구(Special Intellectual Property) 3학점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의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조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특수계약의 교섭, 체결,

연구한다.

이행의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

비교민사법연구(Comparative Civil Law) 3학점

적이며 심화된 지식을 습득한다.

우리 사법과 유사한 법계에 속하는 독일법과 다른 사법체
계를 가지고 있는 불란서 사법, 그리고 영미사법을 비교·분

법률행위론 (Rechtsgeshafts) 3학점
사적 자치의 법률적 수단인 법률행위에 관한 제반문제(법

석·연구한다.

률행위 통칙,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를

재산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Property) 3학점

연구한다.

재산법에 관한 일반이론들을 연구한다.

조정절차론(mediation process) 3학점

계약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ontact Law) 3학점

제3자가 분쟁당사자의 주장을 절충하거나 새로운 대안 탐

계약의 일반이론에 관한 이해를 목표로 하며, 그 내용으로

색, 분쟁해결 촉진자의 역할을 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을

서는 청약과 승락, 계약의 해석, 당사자의 능력, 쌍무계약의

해결하는 절차에 대하여 연구한다. 특히 우리 고유의 분쟁해

효력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

결방법을 고안 또는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약, 계약의 해제와 해지 등을 다룬다.

상소제도론(appeals) 3학점

계약법판례연구(Case Study on Contact Law) 3학점

재판에 대하여 상극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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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다. 특히 상소제도의 목적 및 상소심의 구조에 대하여

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미국, 독일, 일본의 산업재산권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및 저작권 관련 법제상 보호요건 및 침해의 성립요건 및 그

사법정책론(Judicial Policy) 3학점

구제책을 중심을 살펴본다.

민사절차를 운용하는 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다양한 사법정책 현안에 대하여 정책학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탐색한다.

게임ㆍ애니메이션법특수연구
(Law in Game and Animation) 3학점
게임ㆍ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심화 연구한다.

대표당사자소송법론(class actions) 3학점

공연예술법특수연구

집단소송의 미국표준형인 대표당사자소송제도의 효용, 한
계, 우리법제에 수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탐색한다.

(Special Studies in Performing Arts Law) 3학점
공연예술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심화 연구한다.

단체소송법론(Verndsklage) 3학점

문화·종교와 법(culture, religion and law) 3학점

집단소송의 독일형인 단체소송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우
리법제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모색한다.

문화·종교와 관련된 법을 연구한다.
사이버법연구(Studies in Cyberlaw) 3학점

증명책임론(burden of proof) 3학점

사이버공간에서 전개되는 분쟁양상과 그에 대한 법준칙과

진위불명의 경우 법원에 대하여 재판의 내용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의 증명책임제도와 외국의 증명책임에 대하
여 비교 검토하고 우리의 사법현실을 감안하여 수용이 가능

원리를 연구한다.
저작권 판례연구(The research of copyright cases) 3학점
저작권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판례연구를 통해서 실무상

한 부분을 찾는다.

저작권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아울러 저작권법

사법과정론(Judicial process)

에 대한 다양한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법관이 판결의 결론에 이르는 사고과정을 법학 및 법학 인
접 분야의 다양한 방법론을 통하여 검토한다. 이를 변호사의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3학점
특허, 실용신안 등 무체 재산권에 관한 보호에 관하여 연

관점에서 보면 변호사가 법관을 설득하는 방법을 탐색하는

구한다.

과정이 된다.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연구

민사증거법론(evidence) 3학점

(Studies in Trademark Law and Practice) 3학점

민사분야 증거법 전반에 대하여 연구하고 향후의 개선방향

상표법의 원리, 상표와 도메인네임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

및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를 연구한다.

재판상화해론(judicial settlement) 3학점

저작권법연구(Studies in Copyright Law) 3학점

분쟁당사자가 법관 앞에서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해결하는

저작권법의 원리, 저작권의 보호와 한계 등 저작권 관련

재판상화해제도의 실태와 세계적인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탐색한다.

특허법연구(Studies in Patent Law) 3학점

비송사건절차법론(freiwillige Gerichtsbarkeit) 3학점

특허법의 원리, 특허권의 보호와 한계 등 특허관련 법률문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비송사건절차에 대하여
절차의 특질과 차이를 검토하고 최근의 경향에 대하여 이해
한다.

제를 연구한다.
혼인법연구(A Study on Marriage Law) 3학점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여러가지 쟁점들(자녀양육, 재산분

복수청구소송론(multi-claim litigation) 3학점

할 등)에 대하여 외국법과 비교하여 연구하고, 우리나라 판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복수의 청구(소송물)를 함께 심리하
는 절차에 대하여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례의 경향을 분석한다.
친권법연구((A Study on Parental Responsibility) 3학점
친권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 또는

국제사법특수연구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친권법연구에서는 친권과 관련된 다

(Special studies on Conflict of Law) 3학점

양한 쟁점에 대하여 외국법과 비교하여 연구하고,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관련된 주제 중 국제사법사, 국제물권법, 국제
민사절차법 등을 연구한다.

판례의 경향을 분석한다.
후견법연구(A Study on Guardianship) 3학점

비교지식재산권법(Comparative Intellectual Property Law) 3
학점

미성년후견 및 성년후견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외국
법과 비교하여 연구하고,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을 분석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우리 지식재산권법을

상속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Law of Succession) 3학점

비교하여 수강생들로 하여금 국제적 시각에서 지식재산권법

상속법 분야에서 축적된 다양한 판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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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관련된 법리에 대하여 연구, 토론한다.

실무적 적용과 문제점 분석을 시도한다.
기업인수․합병판례연구
(Case Studies on Mergers and Acquisitions Law) 3학점

바. 상사법 전공
비교회사법연구(Comparative Company Law) 3학점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주요 사례 및 판례 연구를 통하

회사법의 심층적 연구를 위하여 우리 회사법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주요국의 회사법을 비교 분석한다.

여 관련 법률의 실무적 적용과 문제점 분석을 시도한다.
소비자법(Consumer Law) 3학점

상사법특수연구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

(Special Studies on Commercial Law) 3학점

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소비자와

상법 중에서 중요하고 특수한 문제를 선택하여 연구한다.
유가증권법(Negotiable Instrument) 3학점

사업자간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에 관해 연구한다.
법인세법특수연구

어음과 수표에 관한 법이론의 체계적인 분석을 한다.

(Topics in Tax Law of Business Corporation) 3학점

보험법(Law of Insurance) 3학점

기업의 설립, 운영, 배당, 자본의 증감, 구조조정, 부당행

보험법의 일반이론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의
특성을 분석, 연구한다.

위계산부인 등에 관한 과세 문제를 검토한다.
소득세법연구(Law of Income Taxation) 3학점

해상법(Admiralty) 3학점

소득의 개념, 소득의 종류,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등과 관

해상운송, 해상보험 등 해상법에 관해 연구한다.

련된 과세문제를 검토한다.

회사법판례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연구

(Case Studies on Corporation Law) 3학점

(Studies in Gift and Estate Tax) 3학점

회사법에 관련된 판례를 연구함으로써 실제적이고 구체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포괄주의의 의미, 증여의 범위, 상

인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다.

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등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빈발하는 문

해상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Admiralty) 3학점

제를 검토한다.

해상법에 관한 이론을 배경으로 실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문제점들을 연구한다.

조세판례연구(Case Studies in Tax Law) 3학점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

보험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Law of Insurance) 3학점
보험과 관련된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보험
법의 이해를 완성한다.

증여세법, 국제조세 등과 관련된 조세판례의 연구를 통하여
세법의 현실적 적용의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연구한다.
법인세법기본연구(Principles of Corporate Taxation) 3학점

국제상사법연구(Commercial Law) 3학점

법인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조합 및 신탁의 과세문제,

국제간에 통용되는 기본상사법을 연구한다.

소득처분, 원천징수 등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과세

국제계약법(International Contract Law) 3학점

문제를 검토한다.

국제계약에 관련된 공통규범을 연구한다.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 3학점

조세법판례연구(Case Study on Tax Law) 3학점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발생

조세법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판례를 통해

하는 과세문제(Inbound Transaction)와 국내기업이 외국에

연구한다.

진출하면서 발생하는 과세문제(Outbound Transaction) 등에

자본시장법판례연구

관하여 검토한다.

(Case Studies on Capital Market Regulation) 3학점

소비세법연구(Studies on Consumption Taxes) 3학점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와 사례 연구를 통하여 증권관련 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범위, 영세율과 면

무를 이해하고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다.

세, 세금계산서 등의 문제와 그밖에 특별소비세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법특수연구

검토함으로써 소비세법의 일반법리를 연구한다.

(Special Studies on Capital Market Regulation) 3학점

국제거래법특수연구

ABS/MBS/파생결합유가증권

등

금융상품의

증권화

(Seminar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3학점

(Securitization)연구; 뮤추얼 펀드/투자신탁 등 증권투자기구

국제거래법을 구성하는 다양한 국제적 규범을 다루나, 국

(Securities Investment Vehicle) 및 장내․외 증권관련 파생금

제거래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UN물품매매협약(CISG)을

융상품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연구

중심으로 매매법의 국제적 통일, INCOTERMS 2000, 당사자

기업인수․합병법리연구

간의 법률관계, 매매계약의 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장활용,

(Mergers and Acquisitions Law) 3학점

독립보증, 그리고 국제운송과 보험을 다루는 강좌로서 영어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이론 연구를 통하여 관련 법률의

강의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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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법원어강독

원회 사건처리절차 등 세부 주제별로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Seminar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Law)3학점

경제법사례연구(Case Studies in Antitrust Laws and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기본법인 UNIDROIT의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2004와 우리나라도 지난

Consumer Laws) 3학점
독점금지법 및 소비자 관련법의 국내의 주요 심결 및 판례

2005년 3월부터 가입한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 (United

에 대해 연구한다.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산업규제법연구

(CISG)) 의 영어원본을 보면서 각각의 적용범위, 국제물품계

(Studies in Laws of Industrial Regulations) 3학점

약의 성립, 당자자의 의무 권리관계,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

독점금지법 및 소비자법의 바탕이 되는 산업별(통신, 에너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영문 법률문서의 독

지, 광고, 금융 등) 규제 법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해능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주안점을 둔다.

국제상사중재(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3학점

자본시장법(Capital Market Law) 3학점

한-EU FTA 및 한미 FTA의 체결과 발효를 곧 앞드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공정한 거래

상황에서 국제거래의 점증 및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85%

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거래법을 분석, 연구한다.

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제상사분쟁의 주요 해

파생금융상품의 법리연구

결방식의 하나로서 국제중재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Legal Anlysis on Financial Derivatives) 3학점

2000년 이후 10년 사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사건은

최근 급격히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 법률가들은

법리를 집중 탐구한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한국을 국제중재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기업구조재편과 법(Corporate Restructuring and Law)3학점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국제중재에 대한 연

회사의 구조재편은 기존 회사를 분사하는 경우, 결합하는

구는 실무의 발전 속도와 견주어 볼 때 상당히 미비하다. 따

경우, 지주회사와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

라서 본 강좌는 실무가들 뿐 아니라 연구자들을 위한 것으로

한 구조재편 거래의 수단 및 구조에 대해 적대적 기업인수의

서 국제상사중재의 기본 이론을 다루고 국제상사중재를 규율

공격 및 방어수단에 대한 논점을 포함하여 학습한다.

하는 UNCITRAL 모범법 뿐 아니라 우리 대한상사중재원을

금융법 실무(Practices in Financial Laws) 3학점

포함한 세계 주요 중재기관의 특성 및 각 중재기관의 중재규

우리나라 금융감독 제도의 기본구조와 각 금융업법상 금융

칙들을 비교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회사별 주요 취급업무를 고찰하고 금융거래과정에서 나타날

신용장과 독립보증

수 있는 법적 논점을 판례 중심으로 연구한다.

(Letter of Credit and Bank Guarantees) 3학점

보험업법연구(Insurance Business Law) 3학점

국제물품매매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에 관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

한 법리와 아울러 국제거래에서 이행보증의 주요수단으로 각

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광받고 있는 독립적 은행보증(독립보증)/보증신용장에 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영역이다. 보험업법연구는 보험회사의

법리에 대해 살펴본다.

설립, 감독, 감독기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

회사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Company) 3학점

을 연구한다.

기업활동의 중심인 주식회사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한다.

은행법연구(Banking Law) 3학점
은행의 설립, 감독, 감독기준에 대한 연구와 은행의 조직,
지배구조, 회계제도 및 은행과 관련한 금융거래 영역을 연구
한다.

사. 사회법 전공
사회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Social Law) 3학점
사회법의 체계 및 기본적 내용에 관한 전반적 연구를 한다.

금융규제법연구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Law) 3학점

(Financial Regulation and Supervision) 3학점

국가적인 책임에서 생활의 불안을 제거하며 국민의 최저

우리나라 및 선진 각국의 금융제도와 이에 대한 규제관련

생활을 보장하여 자본주의 사회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회보장

법규를 연구한다.

법을 연구한다.

여신전문금융법연구(Credit Financial Businsess Law) 3학점

고용보장법연구(Employment Termination Law) 3학점

여신전문금융기관(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고용법의 성격, 고용기본정책과 원칙, 고용지원법, 정리해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과 관련한 설립, 업무영역, 감독에 관

고제한법, 고용보험법 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연구한다.

한 사항과 각 업무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연구한다.

노동법기본연구(Principles of Labor Law) 3학점

소비자법특수연구(Topics in Consumer Laws) 3학점

노동법에 있어서 기본개념 및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분석,

소비자법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M&Ask 카르텔, 독립규제위

연구한다.

- 17 -

(Special Studies in Methodology of Law) 3학점
아. 기초법 전공

법학방법론 일반이론에 바탕하여 법의 해석과 적용 등을

한국법제사연구(Legal History of Korea) 3학점

심화 연구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법제도 및 근대의 법제도를 역사적 관점
에서 연구한다.

생명윤리와 법 특수연구
(Special Studies in Bioethics and Law) 3학점

동양법제사연구(Legal History of Asia) 3학점

생명윤리와 법 일반이론에 바탕하여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

중국, 일본, 한국의 전통적인 법제도를 비교역사적 관점에

의 현안과 쟁점을 심화 연구한다.

서 연구한다.
로마법연구(Studies in Roman Law) 3학점
로마법의 문화, 제도, 원리 등을 연구한다.

2)박사 과정

영미법연구(Studies in Anglo-American Law) 3학점

가. 헌법 전공

영국과 미국의 보통법(common law)의 발전과정 및 현대
의 영미법을 연구한다.

한국헌정사(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3학점
한국헌법의 형성ㆍ전개 및 배경 등을 고찰한다.

법사회학(Sociology of Law) 3학점

프랑스헌법연구(Constitution Law of France) 3학점

법의 사회적 생성배경과 영향, 법진화론, 법과 사회변동
등을 연구한다.

프랑스헌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일본헌법연구(Constitution Law of Japan) 3학점

법경제학(Economic Analysis of Law) 3학점

일본헌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법과 규범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 연구한다.

국가론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State) 3학점

비교법일반이론

국가의 본질과 기능, 기원과 역사적 유형 등을 밝힌다.

(Theory of Comparative Law) 3학점

헌법재판특수연구

비교법학의 연구대상과 방법론 일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Special Studies 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3학점

입법론특수연구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간의 관계 등 우리나라 헌법재판제

(Special Studies in Theory of Legislation) 3학점

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

입법원리, 입법절차, 입법형식, 입법효과 등을 연구한다.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사법제도론특수연구

국가긴급권론(National Emergency Power) 3학점

(Special Studies in Judicial Institution) 3학점

헌법보장제도로서 국가긴급제도가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고

사법의 원리, 사법시스템의 구조, 법원의 조직과 구성, 사

그 이론을 학습한다.

법참여 등을 연구한다.

통일헌법연구(Constitution Law of Unification of North and

법률구조론특수연구(Special Studies in Legal Aid) 3학점

South Korea) 3학점

빈자의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을 보장하기 위한 제
도와 원리를 연구한다.

통일 후 제정될 헌법에 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헌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Constitution Law) 3학점

법여성학특수연구

한국헌법에 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Special Studies in Feminist Jurisprudence) 3학점

기본권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Basic Rights) 3학점

법을 여성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기본권에 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법철학특수연구
(Special Studies in Legal Philosophy) 3학점

나. 국제법 전공

법철학의 논쟁적인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한다.

지역국제법연구(Regional International Law) 3학점

영미사법(Anglo-American Civil Law) 3학점

지역간 국제관계에 관련된 국제법을 연구한다.

우리나라의 사법과 영미사법체계를 비교, 분석 연구한다.
미국법특수연구 (원어강의)

국제평화체제사례연구
(Case Studies on International Peace Regime) 3학점

(Seminar in Introduction to American Law) 3학점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킨 주요국제사례와 법적문제

미국법의 입문형태로서 주요 기본법의 뼈대가 되는 부분만

를 연구한다.

을 추려내 수강생들로 하여금 미국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
해를 돕기 위한 강좌로서, 영어로 진행하기 때문에 미국로스
쿨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임.
법학방법론특수연구

다. 민사법 전공
민사증거법(Evidence of Civil Procedure) 3학점
민사소송상의 증거의 본질과 개념, 입증책임 및 각종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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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있어서 대기업의 독점규제방안에 대

사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Private Law) 3학점

하여 연구, 분석한다.

민사법분야에 있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특수이론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3학점
대기업에 대해 상대적 약세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

외국가족관계법(Foreign Family Relation Law) 3학점

비자 보호법을 연구한다.

외국인의 가족법률에 대해 연구한다.

유가증권법판례연구

손해배상법특수연구

(Case Studies on Negotiable Instrument) 3학점

(Special Studies on Compensation Law) 3학점

증권거래법 등 유가증권법에 관련된 최신 판례를 비교, 분

불법행위시 발생하는 손해보상 문제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석하고 유가 증권에 대한 실무를 이해한다.

선택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회사정리법연구

강제집행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Law of Enforcement

(Corporate Reorganization Acts) 3학점

of Judgment) 3학점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자간의 이해를 조

강제집행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례를 분석함으로서 적
절한 강제집행 판결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정하고 그 사안의 정리, 재건절차에 관하여 연구한다.
유통거래법(Distribution Law) 3학점

계약론(Contracts) 3학점

물품의 유통에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연구한다.

계약의 성립, 이행 및 불이행에 관해 연구한다.

대외무역법연구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Transacation Law)3학점

불법행위론(Torts) 3학점
무과실책임, 증거책임전환, 공동불법행위 등에 관해 연구
한다.

날로 확대되어 가는 국제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점에 대한 법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민사소송법연구(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3학점
국제재판관할의 문제, 국제소송에 있어서의 외국판결의 효
과를 다룬다.

부당노동행위조정제도연구(Unfair Labor Practice) 3학점

문화예술종교법연구(Studies on Culture and Art) 3학점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및 그 구제방법으로서의 조정제도 등
에 관하여 분석, 연구한다.

문화, 예술, 종교와 관련한 법적문제를 연구한다.
문화재법특수연구

노동쟁의조정제도연구(Settlement of Labor Disputes) 3학점

(Special Studies in Cultural Assets Law) 3학점

노사간 분쟁 발생시 노동쟁의를 조정하기 위한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연구한다.

문화재의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심화 연구한다.
미술과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in Fine Art Law) 3학점
미술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심화 연구한다.

ILO근로기준연구(ILO Labor Disputes) 3학점
국제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ILO 근로기준에 대하여 분석,

음악과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in Music Law) 3학점

연구한다.

음반산업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심화 연구한다.

노사공동결정제도연구(Labor Management Standards)3학점

통신법특수연구

노사간이 협력하여 공동결정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법적

(Special Studies in Communications Law) 3학점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통신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실태분석 및 이론분석을 통하
여 검토한다.

사회보장법판례연구
(Case Studies on Social Security Law) 3학점

협상론특수연구(Special Studies in Legal Negotiation and
Settlement) 3학점

사회보장법에 대한 각국의 판례를 비교하여 국내의 사회보
장제도를 판례중심으로 연구한다.

법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기법이나 화해
전략을 연구한다.

노사협의제도특수연구
(Special Studies on Labor Management Council) 3학점

IT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Law) 3학점

노사간의 협의에 있어서 제도적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연구
한다.

정보기술(IT)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실태분석 및 이론분석
을 통하여 검토한다.

마. 사회법 전공

국제노사관계론
(International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3학점
각국의 노사관계를 각 나라별로 그 특징과 주요내용에 관

라. 상법 전공

하여 연구ㆍ분석한다.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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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법 전공

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법인류학(Anthropology of Law) 3학점

사법제도론(Judicative Power) 3학점

고대에서 현대까지의 법을 인류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사법권의 개념과 내용, 사법부의 조직과 형태ㆍ독립성 보

법계수론특수연구

장 및 타국가 기능과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한다.

(Special Studies in Reception of Foreign Law) 3학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진 법계수에 대하
여 연구한다.

나. 국제법 전공
국가기본권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State) 3학점

법정책학(Policy of Law) 3학점

주권국가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법정책에 관하여 연구한다.

국제反테러법(International Law on anti-terrorism) 3학점
국제테러의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일반국제법과 조약의 실
태와 관련된 국내법제를 연구한다.

3) 석사과정

북한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North Korea Law) 3학점

가. 헌법 전공

북한법의 기본이론에 관하여 연구한다.

정당론(Political Parties) 3학점
헌법의 기본제도인 정당제에 대해 연구한다.

다. 민사법 전공

헌법과 경제(Economic Constitution) 3학점

비교재산법연구

경제질서에 관한 부문을 경제적 분석을 통하여 헌법상의
인권보장기능에 합치하도록 한다.

(Comparative Property and Obligation Law) 3학점
각국의 재산법 분야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법의

미국헌법연구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Study o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3학점

비교물권법연구(Comparative Property Law) 3학점

미국의 사법제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사법제도를 비교 고찰
한다.

각국의 물권법을 비교·분석·연구한다.
비교채권법연구(Comparative Obligation) 3학점

독일헌법연구(Study on German Constitutional Law) 3학점
우리 헌법에 영향을 미친 독일 기본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사회국가론(Social Welfare and State) 3학점

각국의 채권관계 등과 채권각론에서의 일반이론을 비교·분
석·연구한다.
비교가족법연구(Comparative Family Law) 3학점

강의에서는 전통적인 사회국가의 형성과정 및 이를 통해

호주, 혼인, 친자, 부양 등에 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

오늘날 사회국가적 요청의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들을 검토

구한다.

함과 아울러 그 밖의 영역과 사회국가의 교착관계에 대해서

재산법특수연구

도 거시적으로 검토한다.

(Special Studies on Property and Obligation Law) 3학점

북한헌법론(Constitutional Law of North Korea) 3학점

사적자치의 원칙이 규율되는 재산법에 있어서 현 경제질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하에 야기되는 특수한 문제들에 관하여 연구한다.

외국헌정사(Constitutional History of Foreign State) 3학점
각국의 헌정제도가 형성ㆍ전개되어 온 모습을 사상사적 배
경 및 사회 경제적ㆍ정치적 배경과의 연관 속에서 고찰한다.
헌법사상(Constitutional Thoughts) 3학점

물권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Property Law) 3학점
물권법에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한다.
채권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Obligation) 3학점
채권법에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한다.

헌법의 사상사에서 논의되는 제 문제점들을 고찰한다.

가족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Family Law) 3학점

평등권론(Constitutional Protection of Equality) 3학점

가족법에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한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법적용과 법해석
에서의 평등에 대한 법이론을 연구한다.

비교민사소송법연구(Comparative Civil Procedure) 3학점
각국의 민사소송법을 비교ㆍ분석ㆍ연구한다.

의회제도론(Parliamentary System) 3학점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3학점

현대국가의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기관의 하나가 의

최근 선진 각국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소송외적인 분쟁

회이며, 이러한 의회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검토는 헌법적으

해결 수단인 중재, 조종 (ADR: Alternative Dispute

로 매우 큰 비중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의회의 기능저하

Resolution)에 관하여 연구한다.

에 따른 의회제도의 개혁논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스포츠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in Sport Law) 3학점

헌법적으로 검토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에서 그칠 수 없으며, 현실의 분석과 대안의 제시에 초점

스포츠산업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심화 연구한다.
영상예술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in Film Law)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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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비디오 등의 영상산업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심화

법제도ㆍ법원리ㆍ법적 구조를 사회의 문화적 배경 하에서

연구한다.

그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출판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in Publishing Law) 3학점

법조윤리특수연구(Special Studies in Legal Ethics) 3학점

출판산업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심화 연구한다.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과 실무윤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법과언어특수연구

라. 상사법 전공

(Special Studies in Law and Language) 3학점

회사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Company) 3학점

법과 언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기업활동의 중심인 주식회사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한다.
해상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Admiralty) 3학점

비교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in Comparative Law) 3학점

해상법에 관한 집중적인 분석을 한다.

특정 국가의 법제도와 법원리를 비교법학적 관점에서 심화

보험법특수연구

연구한다.

(Special studies on Law of Insurance) 3학점

법정보학(Legal Informatics) 3학점

각종 보험과 관련된 중점 사항을 선택하여 심층적인 분석
을 한다.

법률언어의 통계적 분석, 법정보의 DB구성, 법적용의 컴퓨
터화 등을 연구한다.

유가증권법특수연구
(Special Studies on Negoiable Instrument) 3학점
증권시장의 발전과 관련, 유가증권법에 관한 심층적인 분

4) 전공연구

석을 한다.

전공연구Ⅰ(Studies in Major Field Ⅰ) 2학점

경제법특수연구(Special Studies on Economic Law) 3학점

전공연구Ⅱ(Studies in Major Field Ⅱ) 2학점

경제법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한다.

전공연구Ⅲ(Studies in Major Field Ⅲ) 2학점

비교상사법연구(Comparative Commercial Law) 3학점
각국의 상사법을 비교·분석·연구한다.
마. 사회법 전공
비교노동법연구(Coparative Labor Law) 3학점
중요국가의 노동법을 비교·연구한다.
노사관계론(Industrial an Labor Relations) 3학점
노사관계의 본질과 형태, 노사관계의 형성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과 노사관계의 중요한 당사자인 노동조합, 그리고 노
사관계제도 및 노사분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연구한다.
노동보호법연구(Labor Protection Law) 3학점
노동보호법의 체제 및 내용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연구한다.
국제노동법(International Labor Law) 3학점
국제노동법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전반적으로 분석·연구한다.
비교사회보장법연구
(Comparative Social Security Law) 3학점
각국의 사회보장법, 특히 구주의 선진 사회보장법을 중심
으로 국내의 사회보장법을 비교·분석한다.
바. 기초법 전공
자연법연구(Studies in Natural Law) 3학점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자연법이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서양법제사연구(Legal History of Europe) 3학점
서양의 법제도와 원리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연구한다.
법문화론특수연구
(Special Studies in Theory of Legal Culture)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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