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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01*

민법총칙

3-3-0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민법총칙은 민법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다룬다. 이는 비단 민법뿐 아니라 법 공부 일반의 기초가 되는 강
좌이다. 민법총칙에서는 민법의 기본원리와 권리의무의 의의, 권리
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 특히 법률
행위를 강의한다.
This course will deal with the principles that are commonly applicable to civil law in general. It will provide the
foundations not only for civil law but also for the study of
law in general. Topic will cover the significance of fundamental principles,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civil law, the
object and subject of such rights, and the causes of changes
to these rights, particularly legal conduct.
273.201*

헌법 1

3-3-0

Constitutional Law 1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
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강의는, 헌법의 개
념, 분류, 제정과 개정, 헌법의 수호 등의 헌법 일반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기본원리, 기본제도와 기본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현
행 헌법의 총강과 기본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promot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recognized as the basic law of the nation that guarantees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and regulates governmental structure. Topics will
cover the fundamental rights and general principles of the
present Constitution including its concepts, classification, enactment, and amendments, the defenc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history, fundamental principles, and basic system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
273.202

헌법 2

3-3-0

Constitutional Law 2

헌법의 규정내용 중 국가의 통치구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의로서,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통치
기구의 구성원리, 통치구조의 형태, 국가기능과 통치권력을 살펴본
뒤,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 대통령,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의 개별기관에 대해서 알아본다.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students’ understanding of governmental structure in terms of the regulatory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by examining topics such as
the theoretical basis and system of governmental structure,
compositive principles of government organs, forms of governmental structure, functions of the nation, and state
sovereignty. The functions of Constitutional state organs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the executive
branch, the judiciary branch,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also be studied.
273.203*

채권각론 3-3-0

관하여 강의한다. 특히 계약과 불법행위는 오늘날의 법문제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제도로서 중요하다.
This course will examine contractual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will of rights-holders. Topics will cover office
management, unjust enrichment, and torts. Contracts and torts
are crucial elements of current legal issues and thus are of
particular importance.
273.204

Generals of Law of Contracts & Torts

채권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계
약 자유의 원칙을 그 바탕으로 한다. 채권총론은 채권의 목적과
효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등 채권관계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채
권각론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가지 채권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The laws on contracts and torts are founded on the principle of the freedom of contract, which regulates the legal relationships among parties. This course will provide the fundamental knowledge commonly applicable to various credit
relationships regulated by the law on obligations through an
examination of general issues extending over the entire spectrum of the credit relationship such as the object and effect
of credit obligations, the assignment of obligations, the guarantee of debts, and the extinguishment of obligations.
273.205

상법총론 3-3-0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상법 일반에 관하여 크게 상법의 개념, 상인, 상인의 기업활동
인상행위로 분류하여 강의가 진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상법 제1
편에 속하는 기업의 인적 시설인 상업사용인, 기업의 물적 시설인
상호영업양도, 영업소 문제와 기업조직의 공시를 위한 상업등기제
도 및 영업양도와 제2편의 상행위의 각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
상, 중개상, 위탁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 공중접객업, 창고업
나아가 경제발전을 뒤따르기 위하여 리스, 팩토링 등 신종계약도
다루어 기업거래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classify general commercial
law into different kinds of commercial conduct including the
concepts of commercial law and the activities of businessmen and their enterprises. The major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facilitate students’ overall understanding of business
transactions by examining the concept of employees as human resources, the assignment of businesses, the system of
commercially registering firm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place of business, which are included in part 1 of the
Commercial Code. Topics will cover representation, mediation, sales commission enterprises, transportation agencies,
transportation businesses, public entertainment businesses, and
warehousing, which are included in part 2 of the Commercial
Code.
273.206*

Particulars of Law of Contracts and Torts

채권각론에서는 채권의 발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권
리주체의 의사에 기하여 채권관계가 발생하는 약정채권관계, 즉
계약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에 채권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정채권관계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채권총론 3-3-0

형법총론

3-3-0

Generals of Criminal Law

형법은 범죄와 그 효과, 즉 형벌과 보안처분을 기본개념으로 한
다. 본 강좌에서는 형법의 구성요소인 범죄와 그 법적 효과에 대
한 이해와 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효력, 그리고 범죄의 요소가 되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

······················································································································································································································································
학점구조는 “학점수-주당 강의시간-주당 실습시간”을 표시한다. 한 학기는 15주로 구성됨. (The first number means “credits”; the second number
means “lecture hours” per week; and the final number means “laboratory hours” per week. 15 weeks make one semester.)

- 533 -

∴법학부(Dept. of Law)

법과대학(College of Law)
`

성, 책임과 공범론, 미수론, 형벌론의 이해를 위한 강의가 이루어
진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fundamental concepts of
crime and its consequences－i. e., punishment and measures
for public safety. It is designed to facilitate students’ understanding of crime and its legal consequences as constituted
under criminal law. Topics will cover: the principle of legality (nulla poena sine lege); the temporal and locational validity of criminal law; the applicability of constituent requirements, which are the essential elements of crime; illegality;
responsibility and complicity; the theory of attempted crime;
and the theory of punishment.
273.207

형법각론 3-3-0
Particulars of Criminal Law

형법총론에서 학습한 범죄와 형벌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형법
각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범죄유형, 즉 개별적 구성요건을
분석하여 이를 해석,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이다.
살인죄, 상해죄 등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와 내란죄, 외환죄 등
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그리고 방화죄, 문서에 관한 죄 등의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하여 학설을 검토하고 판례를 분석함
으로써 형법각칙의 이해에 이르게 된다.
The general theory of crime and punishment studied in
the course Introduction to Criminal Law will provide the basis for this course, whose object is to analyze various forms
of crimes regulated under criminal law－i. e., to interpret and
apply the individual constituent elements of these crime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ories regarding crimes against
individuals such as murder and physical assault, crimes
against nations such as high treason, and crimes against society such as arson, together with an analysis of the relevant
cases, students will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major principles of criminal law.
273.208*

국제법 1 3-3-0
International Law 1

2개 학기에 걸쳐 진행되는 국제법 강의의 전반부로서 국제법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학습한다.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가의 의의와 권리의무, 해양법, 개인의 지위 등이 주요 주
제가 된다.
As the first part of a year-long course on international
law, this course will discuss the basic theory of international
law. Topics will cove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the
significance and rights and obligations of nations, the law of
the seas, and the status of individuals.
273.209

국제법 2

3-3-0

International Law 2

<국제법 1>에 이은 국제법 개론 강의로서 <국제법 1> 강의내
용 이후의 주제를 학습한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사회에
서의 무력행사, 국제경제법 등이 주요 내용이 된다.
A continuation of the course International Law 1, this
course will examine topics such as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use of armed force in international society,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s.

273.210

로마법 3-3-0
Roman Law

로마법은 서양의 법과 법학 및 관련 제 분야의 발달에 가장 크
게 기여한 인류의 빛나는 문화유산이며, 따라서 서양법을 계수한
우리나라의 법과 법학을 이해하는 데도 거의 필수적인 법학의 기
초분야이다. 이 강좌는 로마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사고방식을 구
체적 사례 및 체계적 고찰을 통하여 공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인
류문화의 한 중요한 단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학적
사고 자체를 단련함으로써 현행 법학에 대한 입문적 기능도 아울
러 도모한다. 라틴어의 지식은 요긴하지만, 일반수강생에게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전반부는 로마법과 로마법학의 역사를, 후반부
는 로마법의 실질 내용을 전반적으로 배운다.
Roman law made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law and its
study and development. Accordingly, to understand Korean
law and legal studies, which inherited the tradition of
Western law, the study of Roman law is essential. By examining the fundamental contents and ways of thinking of
Roman law through a systematic examination of the actual
law and case studies, this course aims at facilitating the critical study of an important cross-section of human culture itself and at provi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current
law and its developmental process. Students will also be introduced to modern law through training in legal thinking.
Although knowledge of Latin is necessary, it is not a
requirement. The first part of the course will deal with the
history of Roman law and legal studies while the latter half
will examine in general the substantial contents of Roman
law.
273.211

서양법제사 3-3-0
European Legal History

로마법과 더불어 법사학 분야의 기본강좌이다. 로마 이후 서양
의법과 법학의 발전과정을 특히 제도사적인 측면과 법학사적인 측
면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추적한다. 다양한 법원층
과법질서, 다양한 민족 및 국가들의 법발전상을 고찰함으로써 우
리나라의 법과 법학에 대한 역사적 비교의 시각과 안목을 제고하
는데 목표를 둔다. 특히 유럽의 법문화의 공통의 기초를 형성했던
제요소들과 유럽보통법의 발전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가능한 한
시대별로나 나라별로 중요한 사료를 예증적으로 선별하여 살펴봄
으로써 법의 역사적 측면과 역사의 법적 측면을 모두 음미하는 기
회를 갖고자 한다. 깊이있고 폭넓은 공부를 위하여 라틴어를 비롯
한 다양한 외국어 지식은 매우 긴요하다.
Together with the course Roman law, this course is one
of the fundamental subjects on legal history. It will focus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Western law and post-Roman
legal studies, particularly in terms of the history of the system and law, to the present. Through the examination of
various court structures, legal orders, and the legal development of peoples and nations, students will be provided with
a historical comparison of Korean and Western law and legal
studies. Particular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essential elements and common law of
Europe, which formed the common basis of the European legal culture. When possible, important documents will be
read, thus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the critical study of
all historical issues and legal aspects. Knowledge of Latin
and other foreign language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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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12

법사상사 3-3-0

comprehension of French law through the reading of original
French legal texts.

History of Legal Thoughts

법제도와 법학의 정신적 기초를 법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역
사적 변천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법학을 깊이있게 이해
하려면 법사상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법사상사 강의는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독자적 영
역과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 법사상사 강의는 서양법사상사와 동
양법사상사, 한국법사상사를 집약하여 진행하되 동서양의 비교법
사상사적 안목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The philosophical basis of legal systems and legal studies
are known as legal thought, a concept which has undergone
various developments through history. Accordingly,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legal thought is necessary for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egal studies. While closely related to legal philosophy, sociology, history, this course
will cover an independent field and study methods. An intensive coverage of both Western and Oriental legal thought
will be offered, together with an examination of Korean legal thought in particular, thus encouraging and instilling in
students an appreciation of comparative legal thought.

273.218

회계학 3-3-0
Accounting

회계학의 출발점으로서 첫 과목으로 거래의 식별.측정으로부터
재무제표가 작성되기까지의 회계의 순환(Accounting Cycle)을 배
우는 강좌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회계가 처리되고 보고되
는 과정을 배워,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
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This course aims at introducing students to accounting
through an illustration of the accounting cycle from the discrimination and measurement of transactions to the prepar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Students will study the process
of managing and reporting accounts in conformity with enterprise accounting standards and come to understand the financial statements of enterprises.
273.222

법여성학

3-3-0

Gender and Law
273.213

영미법강독

3-3-0

Readings in Anglo-American Law

대륙법계의 법학과 함께 우리나라 법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영미법계의 법학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학도도 영미
법에 관한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
다. <영미법강독>은 영미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영문자료들을 해석
해 보고 이와 관련된 배경지식을 습득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발적으
로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스스로 영미법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능
력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ogether with the law of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the
law of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has greatly influenced Korean law. Accordingly, a grounding in AngloAmerican law is necessary for the study of the Korean legal
system. This course aims at fostering students’ ability to select materials on their own and study Anglo-American law
independently by providing them with an opportunity to analyze basic English materials related to Anglo-American law,
together with an outline of background knowledge relevant
to the area.
273.214

독일법강독 3-3-0
Readings in German Law

독일법에 관한 자료를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독
일어로 된 문헌 중에서 기본적인 것을 선택하여 독해한다. 독해의
내용은 우선 그 내용을 이해한 뒤에 이를 우리나라의 법과 비교한다.
To improve their ability to understand materials related to
German law, students will read selected German legal texts.
The contents of such documents will then be compared with
those of Korean law.
273.215

프랑스법강독 3-3-0
Readings in French Law

프랑스 법률원서를 강독함으로써 프랑스법의 독해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의의 주된 내용으로 한다.
The primary object of this course is to improve students’

본 강좌는 ‘여성주의 법학’이 제기해 온 법이론적 쟁점을 검토
하고, 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관련 법제의 변화와 관련 쟁점을 분
석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사회의 법규범, 법제도 및 법관렴에
깔려 있는 가부장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력을 제고하고, 양성평
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 경험적 자료를 제공한다. 본 강좌
는 법학은 물론이고, 여성학, 사회학, 문화연구 등을 포괄하는 학
제적 강좌이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oretical perspectives of feminist
jurisprudence, and reviews current gender and law issues in
Korea. Specific topics will include equal protection standards,
employment, reproductive rights, and sexual harrassment.
273.301*

물권법 3-3-0
Law of Property

민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소유권 행사의 자유와 그 제한에 관
한것을 중심으로 하여, 물건에 대한 전속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
는 소유권의 내용과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 현실의 지배를
보호하는 점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소유권의 용익을 제한하는
용익물권과 소유권의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
물권에 관한 사항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ivil law－i. e., the freedom to exercise the right of
ownership and the limitations placed thereon. Topics will
cover an examination of the value of the right of ownership,
the right of actual possession, the transfer of the right of
ownership, and security rights.
273.303

친족법

3-3-0

Family Law

민법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家의 의미
와 家를 구성하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소개한다. 家를 구
성하는 기본적인 친족관계와 이러한 친족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제
도로서 혼인, 친자관계, 입양 등을 규정하고 가를 계승하기 위한
제도인 호주승계제도를 소개하는 강의이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meaning and constitution of
the family by focusing on the section of the Civil Cod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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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d to domestic relations. It will introduce basic family relationships and cover topics such as marriage, the father- son
relationship, and adoption. The course will also examine the
system of succession to the head of the family.
273.304*

회사법

3-3-0

Law of Corporations

본 강의는 회사에 관한 법률문제를 다룬다. 이에 관하여서는 상
법 제3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회사법이라고도 한다. 중요내
용의 강의순서는 회사의 의의와 종류를 비롯하여 모든 회사에 적
용되는 회사의 합병과 해산명령 그리고 합병회사, 합자회사, 주식
회사, 유한회사에 관하여 각각 그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마지막으
로 외국회사, 벌칙 순으로 진행된다.
This course will deal with legal issues concerning corporations. The topic of corporate law itself is provided for
in part III of the Commercial Code. The course will begin
with the significance and types of corporations in existence
and cover merger and dissolution orders applicable to all
corporations,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mergers, joint
corporations, stock corporations, and limited companies, and
will conclude with an examin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and penalties.
273.305

세법 3-3-0
Tax Law

세법학은 여러 관련 법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활용하면서 세법
질서가 요구하는 특유한 과제를 다룬다.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결정 및 경정-소멸에 관한
일반원칙, 둘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등의 개별세목 내용
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셋째, 국제환경에 있어서의 과세문제, 넷째,
조세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불복절차를 개
괄한다.
While the study of taxation law appropriates the results of
studies in various related legal fields, it also deals with topics peculiar to the taxation system. In concrete terms,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regarding the
creation, establishment, conclusion, revision, and extinction of
taxation liability. It will concentrate on individual items of
taxation such as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value-added
tax. Taxation problems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will then be covered. Finally, the course will summarize the objection procedure appropriate to cases of objections regarding the measures of tax administration.
273.306*

행정법 1

3-3-0

Administrative Law 1

원칙적으로 행정법의 기본원리나 법제에 관한 검토를 그 내용
으로 한다. 그 내용은 크게 행정법 서론, 행정작용법, 행정의 실효
성 보장수단으로 구분되고 있다. 행정법 서론부분에서는 행정 및
행정법의 관념, 행정상 법률관계 등이 검토된다. 행정작용법 부분
에서는 행정행위⋅행정입법⋅행정계약⋅사실행위 등의 행정작용
형식이 검토대상이 된다. 행정의 실효성 보장수단 부분에서는 행
정강제나 행정벌 등의 행정작용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실정법상의
수단 등에 대한 검토가 그 내용을 이룬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basic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and legislation. It can be divided into an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the law of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s a means

of guarantee. The introductory section will examine administration itself and the basic concepts of administrative law,
together with administrative-legal relationships. The second
section, with respect to the law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will look at forms of administrative processes in terms of issues such as administrative conduc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dministrative contracts, and actual conduct. The final section, on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s a means of
guarantee, will highlight positive legal measures for the effective guarantee of processes of administrative force and
punishment.
273.307

행정법 2 3-3-0
Administrative Law 2

여기서는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에 관한 구체적 검토를 그 내용
으로 한다. 행정조직법에서는 행정조직법의 개념, 행정관청의 권한
문제 등에 관한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서론 부분에 이어 국가행정
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관한 문제가 검토되고, 이와 관련되는 것
으로서 공무원법이 다루어진다. 행정작용법에 관한 부분은 경찰행
정법⋅급부행정법⋅사회보장법⋅조성행정법⋅공용부담법⋅토지행
정법⋅환경법⋅경제행정법 및 재무행정법의 개별 행정작용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This course will consist of a detailed examin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actions. The 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cludes topics such as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tself,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law of st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law of local
governance as well as the law regulating the conduct of
public officials. The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covers, in
particular, the law of police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grants law, the law of social guarantees, the law of public
risk, land administration law, environmental law, economic
administration law, and financial administration law.
273.308

민사소송법 1 3-3-0
Civil Procedure 1

민사소송법은 민법, 상법, 행정법, 지적재산권법 등 여러 분야의
실체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국가권력을 통하여 강제
로 실현시키는 재판절차에 관한 법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분쟁
해 결법인 동시에 절차법이므로 본 강의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실체법 강의에서 배운 각종의 권리의무, 법률관계 및 법률
상 지위가 현실적으로 도전을 받았을 때 이것이 소송에서 어떻게
해결되어 가는지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구체적으
로는 소송의 요소라 할 수 있는 법원, 당사자 및 訴에 대하여 먼
저 강의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訴제기로부터 소송심리가 이루어
지는 구체적인 재판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강의한다.
The law of civil procedures concerns court procedures,
which implement by force and by means of state authority
the rights and obligations recognized under the substantial
law of various fields such as civil law, commercial law, administrative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n addition, the law of civil procedures also governs dispute
resolution. This course thus will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procedures for settlement in litigations
when various rights and obligations, legal positions, and legal relationships studied in substantial law courses are
challenged. In concrete terms, lectures will first focus on
what are known as the three essential elements of litigation
－i. e., the court, the relevant parties, and the procedure.
Using this as a basis, students will look at the actu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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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s, which give effect to the legal proceedings from
the moment of the institution of the action.

273.312

유가증권법 3-3-0
Law of Commercial Papers

273.309

형사소송법

3-3-0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이란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의 법체계이다. 즉 형
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며, 범죄의 수사, 범인
의 검거, 공소제기, 공판절차, 형의 선고와 집행으로 구성된다. 본
강좌에서는 형사소송의 각 단계에서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한 헌법적, 형사소송법적 절차와 소송주체의 권리, 의무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Within the legal system of a nation,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s governs the legal procedures, which give effect to
the nation’s right to punish on the basis of criminal law.
This law is constituted by criminal investigations, the arrest
of criminals, the institution of prosecution, trial procedures,
and the passing and enforcement of sentences.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increas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ubject of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constitutional and criminal procedural processes for
the rightful exercise of the nation’s right to punish.
273.310

노동법 1

3-3-0

Labor Law 1

근로자와 사용자의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여 근로자의 인간다
운 삶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에 관해 학습
을 한다. 노동법의 기본구조,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내
용을 중심으로 다룬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work towards the achievement of humane standards of living for workers by bringing
about substantial equality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course will thus focus on individual labor-related laws.
It will concentrate on the basic structure of labor law, basic
rights of laborers, and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Labor
Standards Law.
273.311

법철학

3-3-0

Legal Philosophy

법학과 법제도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든 구체적인 사례에서
의 해결지침으로서든 정의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의미에서 정의의 의미와 그 기준을 탐구하는 것은 곧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은 바로 이러한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영역으로서, 법철학 강의에서는 여러
법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한 업적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이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고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Issues examined by legal researchers and institutions essentially revolve around questions of justice, whether it be in
a general or specific problem-solving sense. In this context,
the question of the meaning and standard of justice may be
said to be the fundamental topic of legal study. Legal philosophy is the subject that deals with such fundamental issues of law. This course will not only examine the achievements and thoughts of various legal philosophers regarding
justice but also provide students with an opportunity to think
independently and to offer their own opinions on this topic.

유가증권의 공통되는 법률지식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서 특히
어음과 수표에 관한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어음,
수표는 전형적인 유가증권으로서 오늘날의 기업거래에서 뿐만 아니
라 일반인의 경제생활관계에서도 중요한 신용 또는 지급수단이 되
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내용은 유가증권의 기본이론, 어음법, 수표
법의 기본특징과 어음⋅수표행위에 따른 각종 법률관계를 다룬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legal and intellectual basis
of laws common to securities, focusing on the legal issue of
checks and bills. This is because these instruments are not
only the typical modes of current business transactions related to securities but also important means of credit and
payment in economic life in general. Topics will cover the
basic features of the major theories of securities, the law of
negotiable instruments, and various legal relationships with
respect to acts involving bills and checks.
273.313

재산법특강 3-3-0
Topics in Law of Property and Obligations

재산법특강은 민법의 여기 저기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는 제도
를 실제의 분쟁해결에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이를
통하여 법규범이 가지는 체계적 위치와 실제의 기능을 보다 생생
하게 이해시키는 과목이다. 그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을 일정한 주
제를 통하여 소개하는 강의이다.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a clear explanation of the
position and actual function of regulations regarding property
and obligations by examining how various systems within
civil law are connected with the settlement of disputes. It
will also discuss the systematic connection among these elements in terms of specific topics.
273.314

회사법특강 3-3-0
Topics in Corporation Law

이 과목은 회사법 강의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회사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한층 충실히 하기 위한 과목이다. 주요 학습내용
은 회사의 자금조달 등 회사의 재무, 회사의 계산, 기업의 인수(이
른바 M & A) 등이다. 상법의 회사편의 규정은 물론이고 증권거
래법, 기업회계기준, 세법의 문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부한다.
This course seeks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corporate law by concentrating on areas not covered by basic
courses in this area. The main topics of this course will include the procurement of corporate funds such as corporate
finance, corporate accounting, and the merger and acquisition
of firms. Issues concerning not only the corporate section of
commercial law but also the stock exchange law, standards
of corporate accounting, and tax law will be covered when
appropriate.
273.315

형법특강

3-3-0

Topics in Criminal Law

본 강좌에서는 형법총론, 형법각론을 통하여 체득한 형법이론을
바탕으로 형법실무와 이론에서 문제되는 각종의 논점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 강좌를 통하여 형사법의 주요한
주제들에 대하여 보다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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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will comprehensively examine various topical
issues in the practice and theory of criminal law, using as a
basis the criminal law theories acquired from previous
courses.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 greater understanding of important topics in criminal law.
273.316

민사소송법 2

3-3-0

This course will introduce students to Anglo-American
law, which, together with Continental law, is one of the two
major streams of law in the world, It will examine the historical origins, characteristics, and basic concepts of AngloAmerican law.
273.320

Civil Procedure 2

본 강좌에서는 <민사소송법 1>에 이어서 증거법, 상소심절차
및 소송의 종료에 관하여 강의한다.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하여, 금
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과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등 권리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절차와 강제집행에 부수된 절차로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보전절차
및 담보의 실행을 위한 경매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
도록한다.
A continuation of the course Civil Procedure 1, this
course will deal with evidence law, appeal procedures, and
the termination of procedures. The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enable students to understand the basic issue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injunctions and other procedures for temporary seizures/disposals, which are necessary for giving effect to rights related to financial and other debts.
273.317

노동법 2

3-3-0

Labor Law 2

본 강좌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중심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
행위, 부당노동행위, 노동쟁의조정, 노사협의 등에 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laws regarding labor as well as
management relationships between labor unions and management groups. Specifically, it will cover such topics as labor
unions, group negotiations, group settlements, unfair labor actions, management of labor disputes, and labor management
agreements.

German Law

독일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한 학기
동안 독일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함으로, 각 학기마다
특정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그 내용을 이해한 뒤 우리의 법과
비교한다.
This course seeks systematically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German law. However, as this task is impossible to accomplish in one semester, the course will extend
over two semesters, each of which will cover certain fields
of law. At the conclusion of the course, a comparison will
be drawn between German and Korean law.
273.321

경제법

대륙법계의 양대 법계 중 하나인 불법의 실정법제에 대한 이해
를 통해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연구 및 입법론적인 시사를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의 주된 내용은 프랑스 실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한국법과의 비교에 관한 것이며 원서강독과 병행
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As the French legal system is one of the two major
strands of Continental law, this course aims at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French legal institutions through an understanding of their respective laws. Thus, the course will
focus on an introduction of the general principles and theories of French law and contrast this with Korean law, employing original legal texts when appropriate.

3-3-0

Economic Law

시장참여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
장경제를 정당하게 질서짓는 법질서인 경제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법이 하나의 법체
계로서 형성되어온 과정과 경제헌법으로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의 경제법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점과제이다.
This course seek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economic law, which organizes, in a reasonable
manner, market economies created by free and fair competition among market participants. The central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examine,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law,
the significance of laws concerning the regulation of monopolies and fair transactions and the process by which economic law has been formed into a single legal system.
273.319

영미법

3-3-0

Anglo-American Law

대륙법계와 함께 세계법계의 양대산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영미법에 관하여 개괄적인 학습을 하는 과목이다. 영미법의 역사
적 생성과정, 특징, 주요 기본 개념 등을 공부한다.

프랑스법 3-3-0
French Law

273.322
273.318

독일법 3-3-0

법사회학 3-3-0
Sociology of Law

법현상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종
래의전형적인 법학은 해석법학이라 할 수 있고 해석법학은 법원
(法源)으로부터 법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면 법사회학은 사실인 사회현상으로서의 법현상을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하여 (사회)과학적 진리의 파악에 도달
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하여 법현상(사실)을 파악(서
술)하고 현상간의 원인결과의 관계 등 상호관계를 규명(설명)하며,
나아가 이렇게 획득한 (사회)과학적 지식의 응용(목적⋅수단)의 문
제에까지 이를 수 있다. 더욱이 법현상의 응용의 문제에 이르면
그것은 법정책학, 법해석론 및 입법론(사회학적 법학)에까지 이어
질 수 있다.
This course seeks to increase students’ ability to analyze
legal phenomena from a socio-scientific perspective. If the
conventional study of law can be said to be an interpretative
study, which seeks to discover laws from legal sources, the
sociology of law seeks to understand truth by analyzing and
systemizing factual legal phenomena from a socio-scientific
perspective. Through an examination of legal phenomen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ts cause and effect, students will be
able to apply the knowledge acquired through these studies.
This is also connected with such issues as legal policy-making, the interpretation of laws, and the study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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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24

입법학

3-3-0

rights provisions i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ill also be emphasized.

Legislation

입법이 우리나라 법질서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훌륭한 입법자 내지 입법전문 법률가라면 갖추
어야할 입법에 관한 실체적⋅절차적⋅기술적 원리의 터득을 목표
로 한다. 즉 입법을 지배하는 당위적⋅법적 원리의 터득을 그 목
표로 하는 것이다. 의학에 비유하자면 해석법학이 임상의학에 해
당하는데 비해 입법학은 예방의학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입법
의 철학적⋅헌법적⋅과학적 원리를 포함한 실제적 원리, 입법절
차, 제정법의 해석, 법안 작성의 원리 등이 중요한 교과내용이다.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substantial, procedural, and technical principles related to legislation, together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and position that legislation occupies within
the Korean legal system－i. e., to facilitat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normative and legal principles that govern
legislation. The major topics covered by the course will include the philosophical, constitutional, and scientific principles of legislation, legislative procedures, analysis of statute
law, and the principles of drafting bills.
273.325

법과 정치

3-3-0

Law and Politics

이 강의는 법과 관련된 정치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시키고, 또
현대정치를 작동시키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조직적 장치들 및 이
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시킴으로써 민주적
정치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
표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nable student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value of law-related politics and to
enhance their democratic civil awareness by providing the
basic knowledge regarding various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mechanisms and their interaction, which together form
the functional elements of modern politics.
273.331

인권법

3-3-0

Human Rights Law

인권에 관한 국내법적 측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
심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즉 국내에서의 각종 차별현상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와 판단기준의 제시,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
는 각종 인권관련기구의 활동 내용검토, 재판 이외 국내 인권보호
절차에 대한 검토, 국내 인권관련 기구에서의 단기 현장실습 등.
인권에 관한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을 중심으로 조약내
용에 대한 강의, 국제인권조약의 내용과 국내법규 및 관련 편례의
비교,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동향 등.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the basic legal
concepts of human rights from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perspectives. On the domestic plane, discussion topics
will include such issues as the search for interpretative guidance for discrimination from legal concepts and the review
of the roles of various domestic institutions including NGOs
for protecting individual human rights. On the international
plane, discussion topics will include such issues as the major
conceptu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of the creation, development, and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uman rights treaty organs, and other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Comparative study between human

273.332

헌법재판론 3-3-0
Constitutional Adjudication

이 강의에서는 <헌법 1>과 <헌법 2>에서 배운 헌법 실체법이
절차법적으로 보장되는 헌법재판제도를 학습한다. 우선은 헌법재
판의 본질을 헌법이라는 실체법의 성격 및 한국헌정사와 비교법의
맥락에서 알아본 후에 헌법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
법소원심판 등 특별심판절차를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연결하여 심
도있게 학습한다. 이로써 헌법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법적 능
력을 습득하는 것을 강의의 목표로 삼는다.
This course intends to offer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s an adjudicative mechanism
to procedurally protect the substantive constitutional law previously studied in Constitutional Law 1 and Constitutional
Law 2 courses. First, the course discusses the nature and the
mechanism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light of the
substantive constitutional law, and also from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The course them critically analyzes
the judicial review procedures in specific contexts of the
constitutionality review of a statute, impeachment,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nter-governmental adjudication and constitutional petitions, and reviews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s in the relevant contexts. This course intends to provide an
advanced skill to adjudicate the constitutional law cases in
various actual procedural settings.
273.333

법인류학

3-3-0

Anthropology of Law

본 과목은 문화현상으로서의 법이라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법과
문화의 상호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사회통제와 분쟁해결이라는 법
의 기능적 측면에서 상이한 문화체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법체
계를 비교분석한다. 특히 법과 권력 간의 문제를 주목하고, 세계화
에 대한 인류학적 이론도 살펴본다. 아울러 법률가 집단에 대한
분석과 법의식, 법문화의 형성을 한국사회와 관련하여 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
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
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This course aims at explor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law and culture from anthropological angle that characterizes law as a cultural phenomenon. It focuses on the
functional aspects of law as a social control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The course seeks to provide cross-cultural analyses of the various legal systems that exist within
the cultural system. I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ssues
of law and pow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lobalization and the law. In addition, studies on the legal profession and the formation of the legal culture are examined
in the Korean context. The course ultimately explores law as
process, and the inter-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and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273.401

헌법연습

3-2-2

Seminar in Constitutional Law

헌법학이론 내지 헌법해석론에 대한 전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헌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응용력을 함양하는 것을
강의의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의 활성화 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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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맞추어 각종의 헌법학 관련 사례들을 교재를 중심으로 선별하
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헌법문제를 추출해 내어 해결하는 것을
주된 강의내용으로 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develop students’
ability to interpret and apply the Constitution on the basis of
their prior knowledg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nd relevant theories. Accordingly, the course will aim at increasing
students’ ability to discern Constitutional issues by selectively
examining the texts of various Constitution-related cases that
reflect the vitalized trend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73.402

상속법 3-3-0
Succession Law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되며, 얼마만큼의 상속분을 가지는가, 타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침
해를 어떻게 구제하는가 그리고 유언과 유류분에 관한 내용을 소
개하는 강의이다.
This course will cover issues related to the succession of
property upon the death of the legal predecessor. It will examine questions such as who the successor shall be, the
amount of inheritance, and how to cope with damages
caused by others to the inherited property. It will also introduce concepts concerning the will and the legal entitlement of heirs.
273.403

민법연습 3-2-2

273.407

Seminar in Tax Law

세법과목을 통해 익힌 세법 전반의 내용을 실제 사안과 접목시
키는 과정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상의 이론이나
규정이 법원에서 또는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되고 있는가를
중요한 쟁점별로 고찰함으로써 세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둘째, 학설⋅판례 등의 이해를 통해 학습한 이론의 응용의 폭을
확대시킨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axation law to actual issues. First, it will examine the ways in which theories and provisions of tax law
are interpreted and applied in courts and in practice. Second,
it will look at the application of these doctrines by analyzing
academic theories and cases.
273.408

273.406

상법연습 3-2-2
Seminar in Commercial Law

상법총칙, 회사법, 유가증권법, 보험법, 해상법을 전반적으로 이
해한데 터잡아 이를 기초로 기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를 전반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상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
력, 응용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는 각종의
상법관련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상법상의 쟁점
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This course seeks to enhance students’ ability to interpret
and apply the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and to increase
their ability to analyze various issues concerning corporations
on the basis of the knowledge gained from previous courses
such as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Company
Law, Law of Negotiable Instruments, Insurance Law, and
Maritime Law. Accordingly, the course will concentrate on
the examination of various cases concerning commercial law
and endeavor to improve students’ ability to identify and analyze contentious issues in commercial law.

형법연습

3-2-2

Seminar in Criminal Law

형사법 분야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판결을 공부함으
로써 형사법규의 실제적 적용 능력은 물론 법해석 능력을 향상시
킴을 목표로 하는 강의이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nhance students’ ability
to interpret and apply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by studying specific cases and rulings in criminal law in
general.
273.409

Seminar in Civil Law

민법은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실생활에서 어
떻게 적용되느냐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습과목
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해결책
을 알아봄으로써 민법에 관한 산지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Civil Code plays a great role in regulating the private
lives of individuals. Thus, the study of its practical application
is of major significanc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practical knowledge of civil law by examining the appropriate means of settling disputes that arise in everyday life.

세법연습 3-2-2

형사정책

3-3-0

Criminology

형사정책이란 널리 범죄방지에 관한 국가시책 일반을 의미한다.
본 강좌에서는 형사정책의 대상으로서의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연구, 즉 범죄의 현상론과 원인론에 관한 강의와 현재의 형사사법
제도와 그 효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Criminology normally refers to state policies as a whole
regarding the prevention of crimes.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study of crimes and criminals as the objects of criminal
policy by examining the institutions, effects, and methods of
improving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as well as
crimes and their causes.
273.410

행정구제법 3-3-0
Administrative Remedies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체계적 파악 및 전반적 내용에 대한 이해
목표로 한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제도로서의 국가배상
손실보상제도, 행정쟁송제도로서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제도
다루게 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relief, which gives effect to administrative principles on the
basis of the rule of law. It will cover topics such as reparation for damages in the form of national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look at systems of administrative dispute settlement such as administrative court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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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11

행정법연습 3-2-2

273.415

Seminar in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에 관한 구체적 사례 및 판결들에 대한 발표, 토론, 강평
등을 통하여 행정법학의 개념 및 이론들을 평면적⋅피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이고 생명력있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행정법의 역동
적인 성격을 파악함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aims at highlighting the dynamic nature of
administrative law by providing students with a practical,
rather than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and
theories of administrative law through presentations, debates,
and reviews of specific cases and various rulings.
273.412

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애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 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
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
색함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from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the question of how current law copes with
the issu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effectiveness of legal system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ways to solve
legal problems arising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proposing legislative means by which to improve the systems.
273.413

Seminar in Labor Law

본 강좌는 산업사회의 변동에 따라 실제 노사관계에서 새로이
다양하게 문제되는 주요 사건들과 판례의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노
동법에 관한 실제적 지식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nhance students’ practical knowledge of labor law by examining the major cases
and the trend of rulings regarding actual labor- employer relationships in a changing industrial society.
273.416

본 강좌에서는 생존권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회
보장제도에 관해 학습한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등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적 측
면에서 그 구성 체계와 구체적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기본
적인 학습목표가 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cover additional issues such as social insurance, public relief
funds, social welfare services, and related welfare systems.
The basic goal of the course is to give students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specific legal principles from a practical
perspective.
273.419

<국제법 1⋅2>에서 다루지 못했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제
적 사건들에 관해 국제법원이 내린 판결을 영문으로 된 판결문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국제법 1⋅2>에서 알았보았던 여러 주제들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f various topics raised in the courses International
Law 1 and 2 by examining the judgment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garding international incidents that convey
significant implications not covered by the two previous
courses.

법제사는 사회생활의 기본적 틀이 되는 질서로서의 법이 원초
적사회의 가장 단순한 기본요소로부터 시작하여 현행법의 복잡한
체계로까지 발전해 온 변동의 과정을 탐구하는 분야이다. 본 강좌
는 한국사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의 법이념 내지 법의식의 면에서
역사적 연속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egal history studies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development of law from its simplest form in primitive societies
to its present-day complexity, thus providing the basis of ordered social interaction.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Korean legal thinking and legal consciousness.
273.420A

273.414

국제거래법

3-3-0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문제에 관한 체계적 이
해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무역법규, 국제계약법, 신
용장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금융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법적 문제를
포함한다.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students with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private legal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Specifically, it will cover substantive
laws such as international norms governing commercial transactions, international contract law, payment systems, and international carriage and finance as well as procedural laws
such as international litigations and commercial arbitration
for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한국법제사 3-3-0
Korean Legal History

국제법연습 3-2-2
Seminar in International Law

사회보장법 3-3-0
Social Security Law

환경법 3-3-0
Environmental Law

노동법연습 3-2-2

법경제학

3-3-0

Law and Economics

경제현상을 규제하는 법규범이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과 형평(equity)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제정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라는 소위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또는
Economic Analysis of Law)의 기본과제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primary issue of the ways in
which laws regulating economic phenomena should be enacted and interpreted so as to facilitate economic efficiency and
equity.
273.421

민사소송법연습 3-2-2
Seminar in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 연습은 개인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민사소송에서 실
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분쟁
이 일어난 사례를 토대로 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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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will look at the application of various methods of civil procedures through an examination of actual disputes in order to foster students’ ability to solve problems
that actually arise in civil litigation procedures.
273.422

경제법연습 3-2-2

general administrative law can be adopted in the area of the
economic administrative law, and how general theories of the
economic administrative law can be applied to individual
areas of economic administration.
273.426

Seminar in Economic Law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
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
별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practical functions and problems of economic law by focusing on specific cases concerning the main areas of economic law (i. e., Monopoly Regulation Law, Small and Medium Enterprise Law, Consumer
Protection Law, Price Control Law, and laws regulating individual industries).
273.423

법의학

3-3-0

Forensic Medicine

법학의 많은 부분이 인간의 신체와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
다. 특히 형사법과 증거법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의학적인 배경지식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법의학은 이와 관련된 기본적이고도 매우 흥미로
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any areas of legal science are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human body. This is especially true of criminal
and evidence law. In such cases, basic background knowledge of medicine is essential to the settlement of legal disputes and this course will provide such fundamental knowledge to students.
273.425A

경제행정법

3-3-0

Economic Administrative Law

이 강좌는 경제행정법질서의 기본구조와 체계를 이해하고, 경제
행정조직 및 작용의 주요내용을 한편으로 ‘사회적 법치국가적 및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 ‘경제행정의 효율성 및
실효성확보’라는 관점 사이의 갈등구조 속에서 조명한다. 강좌의
중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경제행정법을 지도하는 기본이
념과 법원리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경제행정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정법령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경제행정법의 이론 및 도그마틱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틀을 규명한다. 셋째, 이 과정에서 일반행정법
이론이 경제행정법이라는 특별행정법 영역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
지 연구하고, 경제행정법의 일반이론이 다시 특별경제행정법의 영
역들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적용되는지 파악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basic structures and legal issues of modern
economic administration. This subject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it discusses ideological backgrounds,
fundamental principles and regulatory measures of the economic administrative law. It is necessary to strike a fair balance between socio-democratic values such as welfare and
equality, and industrial ones such as efficiency and
competition. Second, it deals with the interpretation and reform of the present Korean law of economic administration,
and develops unique theories of the economic administrative
law. Finally, it examines whether and how theories of the

지방자치법

3-3-0

Local Government

일본⋅독일 등의 지방자치제도와의 비교고찰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전반적인 내용 및 특색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강의의 주내용으로 지방자치의 의의 및 역사,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
제 등이 다루어진다.
The object of this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laws on local government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in other countries such as
Japan and Germany. It will deal primarily with the significance, history, organization, jurisdiction, and power of local governance and the issue of cooperation among and control over local governments.
273.427

중국법제사 3-3-0
Chinese Legal History

전통식 한국법의 모태가 되는 중국법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중
심으로 하여 한국전통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동양에
서의 법의 발생, 진전과정을 탐구하여 법일반에 대한 이해의 증진
과 함께 중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history of Chinese law,
which was the basis of Korean law in ancient times. It will
aim at promot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Korean law and at examining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law in the Far East. Finally, the course hopes to deepen students’ understanding of law in general and their knowledge
of Chinese history and society.
273.428

한국근대법사 3-3-0
Korean Modern Legal History

현행법의 모태가 되는 한국근현대법사를 일본근대법사와 관련하
여 한국, 중국, 일본의 서양법 수용과정과 식민지법의 비교 강의,
해방 후 현행법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여 현
행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This course aims at deepen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current Korean law by undertaki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process of the reception of Western law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laws of colonization and by examin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Korean legal system since the Liberation.
273.429A

국제통상법 3-3-0
International Trade Law

GATT/WTO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경제규범에 의한 통상규
제와 이를 둘러싼 국가간 통상분쟁의 법적 해결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는 GATT/WTO법 및 분쟁사례연구,
지역간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IMF, OSED 등 국제경제기구와 관
련된 법적 문제 등을 기본적으로 다루며, 추가적으로 투자, 환경과
경쟁정책의 국가통상법과의 관계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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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seeks to provide students with a basic understanding of trade regulations and the legal resolution of trade
disputes among nations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economic norms centering on the GATT/WTO system. In concrete
terms, the course will deal with the IMF, OECD, and other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In addition, it will examine issues regarding the 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s and laws regarding investment, environment, and
competition.

essential par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excluding
copyright law and computer program protection law. With an
emphasis on the differences between industrial property law
and copyright law, the course will mainly deal with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patent registration and their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273.434

환경법연습 3-2-2
Seminar in Environmental Law

273.430

도산법 3-3-0
Laws of Bankruptcy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기업이나 개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법분야인 파산법, 화의법과 파산상태에
달하였으나 회생가능한 기업을 되살리는 법분야인 회사정리법을
강의한다. 이러한 법분야 수강에 필수적인 강제집행법(보전절차포
함)지식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다.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laws of bankruptcy and
composition, which come within that area of law dealing
with situations where the financial circumstances of companies or individuals have seriously deteriorated. The course
will also cover the Law of Corporate Reorganization, which
aims at restoring businesses that have fallen into bankruptcy.
Knowledge of the law of compulsory execution (including
preservation proceedings) is a prerequisite.

인구의 증가와 과학 지식의 발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
는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환경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환경법 판례들
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환경법상의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This course seeks to enhance students’ ability to interpret
and apply th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and to increase their ability to analyze various issues concerning environmental problems. Accordingly, it will concentrate on the
examination of various cases concerning environmental law
and endeavor to improve students’ ability to identify and analyze contentious issues related to environmental problems.
273.435

사회보장법연습 3-2-2
Seminar in Social Security Law

273.431

저작권법

3-3-0

Copyright Law

저작권법은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산업저작물도 다루고 의장의
저작권법적 보호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한다. 이는 지적재산권법
의 하나로서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등의 산업재산권법과 구별되
는 개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강좌는 산업재산권법과의 차이점을
중시하면서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의 범위와 제한 등을 검토함으
로써 학문과 문화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Copyright law covers not only literary works such as novels but also industrial works such as computer programs and
industrial design. Copyright law constitutes a par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which includes patents, designs,
and trademarks laws as well. With an emphasis on the differences between industrial property law and copyright law,
the course will deal mainly with various kinds of copyright
works,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copyright, and the impact
of the copyright system on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science.
273.432

산업재산권법 3-3-0
Industrial Property Law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법, 종자산업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지적재산권법 가
운데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외한 그 이외의 지적
재산권법에 해당된다. 산업재산권법은 저작권법과의 차이점을 중
시하면서 특허권 등록 등의 요건과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과학기술
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Industrial property law consists of patents, utility models,
industrial design, trademarks, and trade secrets laws－i. e., an

본 강좌는 사회보장법 강의에서 배운 사회보장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현실에 접목시켜 한국 사회보장의 현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법과 관련된 주요
판례의 경향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해
실제 사회보장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nhance students’ ability
to understand current issues in Korean social security law.
An examination of the latest social security law cases and
volunteer programs at social associations will also be included to help students to have an experience through which
they can understand substantial and procedural policy making
and administrative phenomena.
273.436

국제사법 3-3-0
Conflict of Laws

법률행위지, 주소지 등과 같은 여러 사법상의 법률사실들이 다
른 국가들과 관련되는 국제사건들에 관해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
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제사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다른 국내법과의 차이를 이해하고 국제법과는 어떻
게 다른 것인지를 알아본다.
The study of the conflict of laws determines which national laws will apply in cases where various legal facts
such as the location of the legal act involve more than one
country. The aim of the cour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among domestic laws
and ways in which this differs from international law.
273.437

보험해상법 3-3-0
Insurance and Maritime Law

보험해상법에서는 종래 보험법과 해상법 강좌의 내용을 통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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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전반기에는 보험법이 일반 계약법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상법 제4편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 후반기
에는 국제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해상법을 상법 제5편
을 중심으로 하여, 해상운송, 선박충돌, 책임제한 등의 내용을 살
펴본다.
This “Insurance and Maritme Law” deals with insurance
contract law in Part IV of the Commercial CODE, and with
maritime law in Part V of the CODE. As far as insurance
law is concerned, this course investigate what are the major
features and distinctions of insurance contract compared to
the normal contracts. Turning to the maritime law, major issues include legal principles regarding maritime transport,
laws regarding the collision of vessels, limitations on the liability of ship-owners, and compensation liability of
transporters.
273.438

증권거래법 3-3-0

타 학과(부) 학생을 위한 교과목
(Courses for Non-major Students)
273.001

행정학 3-3-0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의 전반적인 기본개념을 숙지하며 특히 행정과정에 대한
개관을 통해 행정학의 총체적 성격을 파악함을 목표로 한다. 강의
에서는 정책결정 및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 조직에 대한 이해, 관
료제 및 기타 인사⋅재무행정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students with in-depth
knowledge of the fundamental concept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in particular, at facilitating their understanding
of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ss. Issues such as
policy making and the policy process, organizations, the bureaucracy and other personnel, and financial management will
also be comprehensively dealt with.

Securities Regulation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발행과 유통과정에
서 발생하는 여러 경제현상에 대한 규제를 강의한다. 증권 등 금
융투자상품의 발행시의 공시규제 및 유통시의 불공정행위의 규제,
증권시장의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규제 뿐 아니라, 투자신탁 등 집
합투자와 파생금융거래, 자산유동화 등 새로운 금융거래도 검토한
다. 이 강좌를 수강하기 전에 회사법을 수강할 것을 권장한다.
This “Securities Regulation” studies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of issuance and trading of securities and other financial products. Topics include the disclosure regul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losure obligations and anti-fraud
rules, and the duties of participants in securities transaction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such as investment trusts, securitizations and derivatives. Students are recommended to
have completed a course relating to “Corporate Law” before
taking Securities Regulation.

273.002

정책학

3-3-0

Policy Science

행정학의 주요 부분인 정책학의 일반을 조명해 봄으로써 정치
행정의 제 현상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을 이해하여 보다 바람직
정책의 개발방향을 모색하는데 본 강의의 주목적이 있으며, 주
정책환경과 정책의제설정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평가과정 등
관하여 강의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seek the optimal
method of policy development through an understanding of
various political administrative phenomena and policy-ma
kingprocedures. Accordingly, classes will focus on the general
study of policy as a major area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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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03

정보체계론 3-3-0
Information System

273.439

과학기술과 법

3-3-0

Science, Technology and Law

<과학기술과 법>은 과학기술의 그릇된 사용을 규제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를 연구한다. 과학기술을 정보
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에너지와 환경, 의약기술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개별기술과 법과의 관계를 각 기술의 특성에 따라 강의한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study effective legal system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event the misuse of them.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law will be lectured in the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echnology, e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biotechnology, energy and environment,
and medicine.
273.440

법정책학 3-3-0
Policy Science of Law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
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
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Policy science of Law is a branch of legal studies which
tries to look to and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olicy; study the function and role that law as a whole plays
in context of state structure; and study on desirable framework for legal policy.

본 강좌는 정보수요의 분석, 자료처리방법, 자료관리 및 운영,
그리고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의 기초를
다룬다. 또한 이 과목에서는 MIS이용의 계획, 통제, 관리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대강을 논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결정정보체계 및
이의 행정과정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analysis of information demands, methodology for processing data, management of data, and basics of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and MIS. It will also deal with decision-making via computers and its impact on various members of an organization.
273.004

도시 및 지방행정

3-3-0

Urvan and Local Administration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본 강좌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지방정책의 개발과 집행, 지역단위에서
의 정치 및 권력관계, 지방재정의 문제 등을 도시행정과 지방행정
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As local authorities become more independent than ever
befor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various problems and legal issues have occurred. This course will cover the development of local authorities, problems related to local finance,
and other issues from the prospective of a fair and just relationship between urban and loc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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