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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안내

학수번호 학기 구분 과목명 영문명 분야 학점

13201001 1 전공필수 헌법기초이론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법률기본교과목 3

13201002 1 전공필수 민법기초이론 Basic Theory of Civil Law 법률기본교과목 3

13201003 1 전공필수 채권법총론 General Theory of Law of Obligations 법률기본교과목 3

13201004 1 전공필수 형법총론 General Part of Criminal Law 법률기본교과목 3

13202005 1 전공필수 법조윤리 legal ethics 실무필수 2

14208006 1 전공선택 법철학 Philosophy of Law 기초법 2

14208007 1 전공선택 법학방법론 Legal Methodology 기초법 2

14208008 1 전공선택 비교법 Comparative Law 기초법 2

14209009 1 전공선택 의생명윤리와법 Biomedical Ethics & Law 특성화 의생명과학법( ) 3

14209037 1 전공선택 과학기술과법 Law and Technology 특성화 의생명과학법( ) 3

14101012 1 전공선택 법학기초이론 Introduction to law 기초법 2

13201010 2 전공필수 민사절차법일반 Civil Procedure 법률기본교과목 3

13201011 2 전공필수 형사절차법일반 Introduction to Criminal Procedure Law 법률기본교과목 3

13201012 2 전공필수 행정법일반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법률기본교과목 3

13202013 2 전공필수 법률정보조사 Legal Research 실무필수 1

14204014 2 전공선택 기본권론 Fundamental Human Rights 공법 3

14204015 2 전공선택 통치구조론 Study on Governing Structure 공법 3

14205016 2 전공선택 채권법각론 Particulars of Law of Contracts and Torts 민사법 3

14205017 2 전공선택 물권법 Property Law 민사법 3

14205018 2 전공선택 민법판례연구 Leading Case Study of Civil Law 민사법 3

14206019 2 전공선택 형법각론 Special Discussions of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8020 2 전공선택 법사회학 Sociology of Law 기초법 3

14208021 2 전공선택 법사상사 History of Legal Thoughts 기초법 3

14209022 2 전공선택 의료와법 Medicine and Law 특성화 의생명과학법( ) 3

13201023 3 전공필수 상법기초이론 Commercial Law in basic theories 법률기본교과목 3

14203024 3 전공선택 법적논증사례연구1 Legal Argument Case Study Ⅰ 실무 2

14203121 3 전공선택 경찰실무 Police Practice & Legal lssues 실무 3

14204025 3 전공선택 헌법특강 Special lecture in Constitutional Law 공법 3

14204026 3 전공선택 헌법소송법 Constitutional Litigation Law 공법 3

14204027 3 전공선택 행정구제법 Legal System of Administrative Remedies 공법 3

14205028 3 전공선택 가족법 Family Law 민사법 3

14205029 3 전공선택 민법기초연습 Basic Practice of Civil Law 민사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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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5030 3 전공선택 민사증거법 Evidence in Civil Procedure 민사법 3

14205031 3 전공선택 민사집행법 Civil Enforcement Law 민사법 3

14206032 3 전공선택 형법판례연구 Leading Case Study of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6033 3 전공선택 경제형법 Economic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6034 3 전공선택 형사증거법 Criminal Evidence Law 형사법 3

14206035 3 전공선택 형사정책 Criminal Policy 형사법 3

14207036 3 전공선택 기업금융법 Company Law and Financial Regulation 상사법 3

14205089 3 전공선택 중재법 Arbitration Law 민사법 3

14209038 3 전공선택 의료민사판례연구 Civil Cases on Medical Practice 특성화 의생명과학법( ) 3

14210039 3 전공선택 國 的 Understanding of Chinese Law 외국어 3

14210043 3 전공선택 미국법 American Law 외국어 2

14210044 3 전공선택 미국통일상법 Uniform Commercial Code 외국어 2

14210045 3 전공선택 유엔협약사례연구 CISG Case Studies 외국어 2

14211043 3 전공선택 지식재산권법개론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General Theories 지식재산권법 3

14212044 3 전공선택 개별근로관계법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노동법 3

14213045 3 전공선택 세법총론 General Tax Law 조세법 3

14214046 3 전공선택 국제법일반 General Lecture on International Law 국제법 3

14216047 3 전공선택 환경법일반 Environmental Law 환경법 3

13202048 4 전공필수 실습과정(A) General Practice Clinic(A) 실무필수 1

13202048 3 전공필수 실습과정(B) General Practice Clinic(B) 실무필수 1

13202049 4 전공필수 법문서작성 Legal Writing 실무필수 2

14203050 4 전공선택 검찰실무1 Prosecution Practice and Criminal Procedure 1 실무 3

14203051 4 전공선택 형사재판실무 Practice of Criminal Trials　 실무 3

14203052 4 전공선택 법적논증사례연구2 Legal Argument Case Study Ⅱ 실무 2

14204053 4 전공선택 헌법쟁점연구 Study on Constitutional Issues 공법 3

14204054 4 전공선택 헌법연습 The Constitutional Law Practice 공법 3

14204055 4 전공선택 헌법판례연구 Study of constitutional precedent 공법 3

14204056 4 전공선택 특별행정법 Administrative Law of the individual domain 공법 3

14204057 4 전공선택 행정법연습 Study of Administrative Law Cases 공법 3

14205058 4 전공선택 민법종합연습1 Comprehensive Seminar on Civil Law 1 민사법 3

14205059 4 전공선택 민사상소제도론 Appeal of Civil Procedure 민사법 3

14205060 4 전공선택 민사실무1 practical civil law 1 민사법 3

14205061 4 전공선택 현대민사분쟁사례연구 Study of Modern Civil disputes 민사법 3

14206062 4 전공선택 형사상소제도론 Appeal of Criminal Procedure 형사법 3

14206063 4 전공선택 형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6064 4 전공선택 특별형법 Special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7065 4 전공선택 회사법 Company Law 상사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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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9066 4 전공선택 생명과학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on Biotechnology 특성화 의생명과학법( ) 3

14209067 4 전공선택 유전공학법 Genetic Engineering Law 특성화 의생명과학법( ) 3

14209068 4 전공선택 의료손해배상론 damages and compensation in medical negligence 특성화 의생명과학법( ) 3

14209069 4 전공선택 의료소송실무 Medical Litigation Practice 특성화 의생명과학법( ) 3

14210070 4 전공선택 の Comprehension of Japanese Law 외국어 3

14210071 4 전공선택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 Law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 Law 외국어 2

14211072 4 전공선택 저작권법 Copyright Law 지식재산권법 3

14212073 4 전공선택 집단노사관계법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노동법 3

14213074 4 전공선택 세법각론 Particulars Tax Law 조세법 3

14214075 4 전공선택 법WTO Law of the WTO 국제법 3

14215076 4 전공선택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국제거래법 3

14216077 4 전공선택 환경분쟁과소송실무 Environmental Disputes and Practices 환경법 3

14208110 4 전공선택 중국법 Law of China 기초법 외국법/ 3

13202078 5 전공필수 모의재판 Moot Court 실무필수 1

14203079 5 전공선택 검찰실무2 Prosecution Practice and Criminal Procedure 2　 실무 3

14203080 5 전공선택 민사재판실무 Practice of Civil Trials　 실무 3

14204081 5 전공선택 행정법판례연구 ResearchintoPrecedentsinAdministrativeLaw 공법 3

14204082 5 전공선택 행정법특강 Topic of the Administrative Law 공법 3

14204083 5 전공선택 행정분쟁사례연구 Administrative Dispute Cases Study 공법 3

14204084 5 전공선택 공법실무 Legal Writing on Public Law 공법 3

14205085 5 전공선택 민법종합연습2 Comprehensive Seminar on Civil Law 2 민사법 3

14205086 5 전공선택 민사절차법연습 Practice of Civil Procedure 민사법 3

14205087 5 전공선택 민사절차법판례연구 Cases on Civil Proceedings Act 민사법 3

14205088 5 전공선택 민사실무2 practical civil law 2 민사법 3

14206090 5 전공선택 형사절차법연습 Seminar In Criminal Procedure 형사법 3

14206091 5 전공선택 형사법의쟁점과사례 Cases and Problems in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6092 5 전공선택 인권보호와피해자학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Victimology 형사법 3

14206093 5 전공선택 형사실무 Criminal Advocacy Practice 형사법 3

14207094 5 전공선택 어음수표법 Negotiable Instruments Law 상사법 3

14207095 5 전공선택 보험해상법 Insurance & Maritime Law 상사법 3

14207096 5 전공선택 국제금융거래법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s: Law and
Regulation 상사법 3

14209097 5 전공선택 국제생명과학법 International Biotechnology Law 특성화 의생명과학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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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해설2.

헌법기초이론13201001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헌법은 국가의 조직 체계 구조 등 국가의 기본질서에 대해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그 내용에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통치체계의 기본사항을 담고 있다 그.

리고 이 두 가지 사항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본 교과목은 국민의 기본권, .

보장과 통치구조를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헌법총론 기본권총론 통치구조론 총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총론에서는 헌법의 개념 해, , . ,

석 유형 헌법의 기본질서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본권 총론에서는 기본권의 개념 주체, , , , ,

효력 갈등 및 제한과 한계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통치구조론 총론에서는 통치구조의, .

개념과 이해 국가와 정부형태에 대하여 검토한다, .

This course examines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in its historical and modern

context. The course will deal with the applicable guarantees of individual basic rights

학수번호 학기 구분 과목명 영문명 분야 학점

14209098 5 전공선택 생명의료법세미나 Seminar of Biomedical Law 특성화 의생명과학법( ) 3

14210099 5 전공선택 International Oil&Gas Transaction International Oil&Gas Transaction 외국어 2

14211100 5 전공선택 상표 디자인소송실무∙ Trademark and Design Lawsuit Theories 지식재산권법 3

14212101 5 전공선택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노동법 3

14217119 5 전공선택 경제법 연습 Economic Law Practice 경제법 3

14214103 5 전공선택 국제법연습 Case Studies on International Law 국제법 3

14204104 6 전공선택 공법종합사례연구 Case and Commentary on Public Law 공법 3

14205105 6 전공선택 민사법종합사례연구 Seminar : Advanced issues in Civil Cases 민사법 3

14206106 6 전공선택 형사법종합사례연구 Case Studies in Criminal Law 형사법 3

14207107 6 전공선택 상법판례연구 Case study of commercial Law 상사법 3

14207108 6 전공선택 상법종합연습 Integral Studies of Commercial Law 상사법 3

14207109 6 전공선택 사모투자전문회사법 Private Equity Fund Regulation 상사법 2

14209111 6 전공선택 의료형사법 Criminal Law and Medicine 특성화 의생명과학법( ) 3

14210112 6 전공선택 Mineral Law Mineral Law 외국어 2

14210113 6 전공선택 Mutual Fund Regulation Mutual Fund Regulation 외국어 2

14210114 6 전공선택 Law of Global Governance Law of Global Governance 외국어 3

14211115 6 전공선택 특허소송론 Patent Lawsuit Theories 지식재산권법 3

14212116 6 전공선택 노동법연습 Exercises in Labour Law 노동법 3

14213117 6 전공선택 조세법연습 TaxLawPractice 조세법 3

14215118 6 전공선택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국제거래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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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as human dignity, due process, equal protection, freedom of speech, and basic

social rights as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course will consider

issues involved with the allocation of decision-making authority among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and the Judiciary.

민법기초이론13201002 Basic Theory of Civil Law

본 교과목은 방대한 민법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민법과 친숙해지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사법일반론에 관한 개괄적 이해를 도모한다 먼저 민법 일반에 대한 기본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민법적 사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 .

적으로는 법률관계와 법률행위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물권과 채권을 비롯한 재산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법률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한다.

This course provides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civil law as a basic steps to

approach the Civil Code. The course covers the concepts of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ivil law and enhances the students' ability to have legal mind. In details, the course

studies the concept of the legal relationship, the legal act, and knowledges to solve

the complex legal problems relating to rights in rem and rights in personam.

채권법총론13201003 General Theory of Law of Obligations

본 교과목에서는 채권법체의 개괄적인 이론과 실무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의 개념.

및 종류에서 기본개념을 익히고 채권의 효력부분에서는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채무불이, ,

행에 대한 구제 책임재산의 보전 등을 다루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 , ,

수 채권의 소멸 등을 강의한다, .

This course studies the general ideas and practices of the law of obligation. In

details, this course explores the basic concepts and the kinds of rights in rem and

rights in personam, non-performance, the legal remedy for non-performance, obligations

of multi-parties, assignment of debt, debt of acceptance, and extinction of

obligations.

형법총론13201004 General Part of Criminal Law

형법은 범죄를 법률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법률효과로 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

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형법의 주요이론에 해당하는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구성요건론. , , ,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형벌론 등의 이론을 관련 사례와 판례를 통해 분, , , , ,

석하고 탐구하며 현행형법 규정내에서 주요이론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학습한다 또한 사, .

례분석으로부터 형법이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함과 동시에 일반이론과 관련한 형법각칙의 주요

개별범죄들을 연계하여 학습함으로써 종합적 사고력과 창의적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considers the basic themes of substantive criminal law, including the

limit of the operation of the criminal code, the commission of crime and the mitigation

of sentences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mental disorders, lack of criminal i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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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ligence, mistake of fact, mistake of law, causation, and self-defense. The course

will also cover criminal attempt, conspiracy, complicity, recidivism, concurrent

crimes, and the rationales for punishment.

법조윤리13202005 legal ethics

본 교과목은 전문직업인 으로서의 법조인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에 관한 지식을(Profession)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윤리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장차 법조로 진출하게 될 학, ,

생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조인상 구현에 목적을 두

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한국 법조의 형성과정에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둘째. , , ,

법조 각 직역별로 관련 법규 및 실제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 윤리내용을 도출하고 셋째 법률, ,

실무에서 부딪히는 윤리적 난제의 해결책과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살펴본다.

This course surveys ethical duties and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that apply to

members of the legal profession in Korea, and will consider the nature and scope of

lawyers' professional and ethical obligations.

법철학14208006 Philosophy of Law

법철학은 법이라는 대상에 대하여 철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근본적 성찰을 수행해 보고자 하

는 학문분과이다 이는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롭지 않은 법도 효력을 갖는가 법관은 어떻게. , ?

사법판단을 하고 또 하여야 하는가 정의로운 공동체 질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법은 도덕이나? ?

관행 등 다른 사회현상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 사회윤리는 법적으로 얼마나 관철될 수 있는가,

등에 관한 일반이론을 다룰 뿐만 아니라 법과 생명공학 법과 환경 법과 정보 등 현대사회, , ,

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포괄한다.

The philosophy of law is an academic field to fundamentally examine the objective,

law, with philosophical methods. The area deals with questions and general theories

such as what is law, unjust laws should be valid, how judges should make a judicial

decision, what is the shape of just community order, how laws are related to other

practices and other social phenomena, etc. Also the area encompasses basic reflection

on newly emerging issues in the modern society such as law and biotechnology, law and

environment, law and information, etc.

법학방법론14208007 Legal Methodology

법학방법론은 법률가들이 법의 해석 적용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바에 대한 학문적 성찰을,

수행하는 학문분과이다 법학이 자의적 행위 영역이 아니라 상호주관적으로 검증가능한 학문. ,

분과가 될 수 있기 위한 조건에 대한 성찰이라는 차원에서 문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법률해석의 다양한 기준에 대한 성찰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법관에, ,

의해 수행되는 법의 계속 형성에 대해 법률보충적 법형성 및 법률수정적 법형성 등의 분류에

입각해 검토한다 더 나아가 법의 해석 적용에 관한 제반 이론들을 법해석학 문제변증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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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증이론 법현실주의 이익법학 평가법학 자유법운동 등의 표제 하에 살펴본다, , , , .

Legal methodology is an academic field of theoretical investigation on what the

jurists performs in relation to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o investigate

conditions for the legal science not as any area of arbitrary behaviors but as an area

verifiable inter-subjectively, we conducted diverse ways of legal interpretations such

as grammatical interpretation, historical interpretation, systematical interpretation,

teleological interpretation while classifying judges’ works of continued law-making

into praeter legem decision and contra legem decision. Also, in this research, we will

examine general theories on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rough legal

hermeneutics, legal topics, legal argumentation theory, legal realism, free law

movement, jurisprudence of interests, and jurisprudence of valuation, etc.

비교법14208008 Comparative Law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폐쇄적인 법인식을 지양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종류의 법체계를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 법질서가 가지는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계 형성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대륙법계 영미법계 종. , ,

교법계 등에서 각국의 구체적 법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헌법 민법. , ,

형법에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혹은 구체적으로 나라별로 어떠한 법률상의 그리고 도그마틱,

상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규명한다 또한 법계수 법통합 등 비교법의 중요개념들에 대해서. ,

살펴보고 특히 우리나라가 어떠한 법제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 계수하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On the tide of globalization, to work toward universal human values and avoid closed

legal awareness, we need to study diverse legal systems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own legal regime in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To this end, we will examine

the historic process of legal system formation and study how each legal system was

formed in the civil law system, common law system, and religious law system. In

constitutional law, private law and criminal law, in particular, we will investigate

what kinds of legal and dogmatic differences exist between civil law system and common

law system or depending upon states more concretely. Also, we will review which legal

system was received by South Korea to reflect on the system for improvement while

studying key ideas of comparative law such as reception of law and integration of law.

의생명윤리와법14209009 Biomedical Ethics & Law

본 교과목에서는 의료와 생명과학에 있어서의 인간존엄성에 관한 이해와 그 침해가능성을

인식하고 의생명과학에 대한 법의 개입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의생명과학과 인간존엄의, ,

상충문제 해결을 위한 적합한 법적 수단을 모색한다.

This class is to give students a general overview of bioethics and the law. Bioethics

is a composite term derived from the Greek words bios (life) and ethos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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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it essential means “life character” or the dual responsibilities of integrity

and honesty that must be achieved when living one’s life. Bioethics and law can be

defined as the systematic study of the moral dimensions of life science and health

care, employing a variety of ethical methodologies in an interdisciplinary setting.

과학기술과 법14209037 Law and Technology

본 교과목에서는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법적 규제와 보호법리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

안으로서의 입법론을 검토한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개인간 또는 국가간 개인. ,

과 국가간 분쟁 등으로 인한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과학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산학협력 등의 방안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화를 위한 기업설립 등의 현황에 비추어 기업의 이윤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과학

기술관련기업법제의 의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This course will explore the impact of laws in diverse areas of technology such as

biotechnology. We will examine the idea of technology and its usefulness in resolving

issues of the current social conflicts between countries, between countries and

individuals, and among individuals due to the development of such technology.

법학기초이론14101012 Introduction to law

본 과목은 법학을 처음 접하는 비법학사들 또는 법학의 기초개념을 다시 다지고자 하는 법학사를 위한

강의로 헌법 민법 및 형법에 대한 필수적인 법률용어의 숙지 기본개념의 이해 등을 통한 법학전문대학, ,

원에서의 학습능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This lesson is for non-law students who are new to law, or for law students who want to reinvent

the basic concepts of law. This lesson is aim to improve learning ability and to be familiar with

essential legal terms of Constitution, Civil law and Criminal law.

1 민사절차법일반3201010 Civil Procedure

본 교과목인 민사절차법은 민사소송절차 일반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민법 상법 등의 민사. ,

실체법은 민사소송에 의하여 실현되는 바 민사소송법은 민사실체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

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은 소송절차라는 특징으로 소송과정 전체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필요하.

고 소송결과의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므로 실체법적 관점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 .

적으로는 소송의 전 과정에 대한 개관과 소송의 기초개념인 법원 당사자 소송물 소송요건, , , ,

소송의 기본원칙 등을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mechanics of civil litigation procedure in the Korean

court system. The course will explore the topics of court jurisdiction, venue, joinder

of claims and parties, rules of pleadings, discovery, trial, judgment and appe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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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법일반13201011 Introduction to Criminal Procedure Law

형사절차는 형법을 구체적으로 적용 실현하기 위한 절차이며 형사절차와 관련한 대표적,ㆍ

법률이 형사소송법이다 형사소송법은 형법을 구체적으로 적용 실현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 ㆍ

다.

Criminal procedure refers to the series of proceedings though which substantive

criminal law is applied and enforced. Criminal procedure law is the primary set of laws

for regulating criminal proceedings.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basic theories of

criminal procedure law; major stakeholders within criminal proceedings such as the

court, prosecutor, and defendant; and discuss relevant judicial precedents, cases and

laws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rocedures.

행정법일반13201012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주체의 작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 요구되는 행정법의 기본적인 이론을 연

구한다 이를 통하여 행정법 영역에서 요구되는 입법정책적능력과 분쟁해결능력을 배양한다. .

연구대상은 행정법의 개념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 , , , ,

정행위 기타 다양한 행정작용 행정절차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을 중심으로 한다 연, , , .

구방법은 크게 세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먼저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선행하여. ,

기본소양을 갖춘다 이어서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여 응용능력을 기른다 끝으로 이론과 현. , . ,

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basic theories of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law is

mainly related to structure, authority, and processes for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Students could learn how to apply the

theories of administrative law to administrative actions. It can be a form of

groundwork for students to improve their ability to solve problems in a field of

administrative law.

법률정보조사13202013 Legal Research

법학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학습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나아가 향후 법률실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법률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교과.

목인 법률정보조사에서는 문헌에 관한 정보를 취급하는 학문분야를 일반적으로 문헌정보학이,

라 부르는데 착안하여 법률정보에 관한 책자형태의 자료나 디지털형태의 정보로 된 법률정보,

를 검색하는 방법에 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equip students with the requisite skills for effective

legal research. Students will learn how to locate court opinions, court pleadings,

legislative statutes, constitutional provisions, legislative history, and relevant

historical documentation. Students will be required to apply these research materials

to their own practice cases. Students will also learn how to analyze cases and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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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laws and legal theories.

기본권론14204014 Fundamental Human Rights

본 교과목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 되는 기본권 일반과 각 개별적 기본권에 대

한 검토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 기초이론과 헌법 제 조부터 제, 10 39

조에 걸친 각 개별기본권과 국민의 의무를 학습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 교과목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각 기본권의 보장범위와 그 내용 및 한계 등을 살펴보고 판,

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투영되는 각 기본권의 보장범위와 내용을 학습한다.

All citizens shall be assured of human dignity and worth,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shall be the duty of the State to confirm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and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This course explores not only

the theoretical contents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but also its substance as

analyzed in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통치구조론14204015 Study on Governing Structure

현행 헌법은 국민주권원리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공화제를 정치적 기본체제로 하고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점으로 하는 기본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

행 헌법의 궁극적 목적은 민주공화제라는 정치적 기본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기본권을 보장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현행 헌법상 통치구조는.

이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권한과 한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제

도적 장치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민주공화제 유지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과제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권력구조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고 국가권력의 행사가 어떠한 방

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This course examines issues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related to governing

structures. It focuses on the separation of powers issue by examining topics such as

the presidential power, the National Assembly's power, and the Judiciary's power. Also,

the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ases, including

the impeachment of the former President Roh and the relocation of the administrative

capital.

채권법각론14205016 Particulars of Law of Contracts and Torts

본 강좌에서는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한 판례와 이론에 관하여 다룬다, , , .

특히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계약의 성립 효력 해제 및 민법전의 전형계약 및 불, ,

법행위의 내용 손해배상 및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사용자의 배상책임 공동불법행위자, , ,

의 책임 등에 관하여 다룬다.

This course will review the theory and precedent of contract law, management of

affairs, unjust enrichment and tort law. Especially, this course focused on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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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tort law. The themes of this class are as follows: formation of contract,

effect of contract, rescission of contract, a type of contract, prerequisite of torts,

compensation, minor's competency, liability of supervisor over incompetent person,

liability of joint tort-feasors, etc.

물권법14205017 Property Law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건을 여러 방법으로 이용하게 되지

만 그 유한성과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함으로써 물건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질서,

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질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건을 소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ㆍ

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형성되는데 이것이, ,

바로 물권제도의 근거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물권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 특징 효력을 기본적으로 학습함과 함께 물권변동에 관한 원칙적인 이론과 판례를 비,

교 검토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고양한다.

The course examines the part of the Civil Law covered in Chapters 1 through 9 of the

Civil Code. The main topics are basic concepts and functions, legal effects,

conveyance, and extinction of real rights including ownership, possessory rights,

superficies (including easements) and other real property rights.

민법판례연구14205018 Leading Case Study of Civil Law

민법 관련 주요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민법의 주요법리를 습득함에 목적이 있다 구.

체적 사실관계의 분석과 법리의 추출을 통하여 분쟁해결능력을 함양한다 민법의 주요 제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떠한 법적작용을 하는지 학습을 통하여 각 제도들의 유기적 연관관계,

및 적용방법을 검토한다.

Understanding of the major cases related to civil law and civil law systematically

acquire legal principles as the main purpose. Specifically, the analysis of the facts

and legal principles through the extraction of cultivating the ability to solve the

dispute. Specific matters of civil law system is the key to whether any legal action

through learning, each of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s and examine how

to apply.

형법각론14206019 Special Discussions of Criminal Law

형법총론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범죄유형을 그 보호법익에 따라

나누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등으로 분류, ,

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검토한다 먼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는 생명 신체 자. , · ·

유 명예 신용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 등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유형에 대하여 검토· · ·

하고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에서는 방화 및 실화 일수와 수리 교통방해 아편 통화 등의, · · · ·

범죄 등 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사회생활에서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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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며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서는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

한 범죄인 내란 외환 국기 국교 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 · · .

This course examines with a concrete example that a crime about the personal benefit

and protection infringement of the law, a crime about the social benefit and protection

infringement of the law and a crime about the national benefit and protection

infringement of the law dividing an individual crime type by the protection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based on the theory of a crime theory and the penalty theory of

the criminal law.

법사회학14208020 Sociology of Law

법사회학은 법과 관련된 사회적 행위를 사회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규명하려는 학문분과로서

법과 관련된 사회적 행위에 주요한 원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제도 문화 계층 젠더 등이 법, , ,

적 행위에 갖는 영향을 탐구하고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법이 갖는 위상 및 법과 사회의 상호작

용 등의 주제를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법사회학 일반 이론에 대한 탐구 뿐 아니라 법사. ,

회학 방법론에 대한 천착에 기반하여 우리 법현상을 다른 사회현상과의 관련하에 경험과학적

으로 연구하고 최근의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법적 과제에 대해, ,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The sociology of law is an academic area to identify law-related social actions with

social methodologies, exploring key factors of legal social behaviors such as institution,

culture, stratification, gender, etc. for their effects on legal actions while reviewing

the position of law as a means of dispute resolution and main parties involved in

law-society mutual interaction, etc. comprehensively. It not just deals with legal

sociology general theories but also, based on legal sociological methodologies, it

practically researches the country’s legal events in relation to the positive law and

other social phenomena and inclusively reviews legal tasks emerging according to recent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법사상사14208021 History of Legal Thoughts

법사상사의 전개를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대

사회 다양하게 등장하는 법적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틀들을 역사 속에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

고자 했던 사상가들의 고민에 대한 일별을 통해 획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대 그리스에서.

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법학의 이론적 제도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각 시대의 사상을,

개관하면서 이들 사상적 흐름에 비추어서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법제도 및 사상적 문제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

By looking at the progress of history of legal thoughts, we seek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oday’s legal system and by learning about historic thinkers’

exploration on how to resolve their problems of own time, we try to acquire more

fundamental solution to diverse modern day legal problems. To this end, we will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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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thoughts of each time from the ancient Greek to the modern society, which

affected greatly on the era’s legal theoretical and systemic development, and focus on

clarifying today’s legal systems and ideological problems in light of these flow of

thoughts of history.

의료와법14209022 Medicine and Law

현대사회는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달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분쟁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 의료분쟁의 원인으로는 주로 의료혜택의 일반화 환자의 과잉기대와 의료의 대응곤. ,

란 및 위험성 의사의 윤리의식저하 환자의 권리의식신장 등을 들 수 있다 본 교과목은 이, , .

러한 변화된 의식으로부터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의료 관련법규를 올바

로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의료행위의 개념과 특성 의사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의.  , ,

료과오소송과 민 형사법적 책임문제 그리고 인공임신 뇌사 및 장기이식 등 의료행위의 현대,ㆍ

적 과제에 관하여 기본이론과 판례 및 학설을 검토함으로써 의료사고의 예방과 분쟁해결에 필

요한 기본 지식을 함양한다.

Despite the rapid advancement in medical knowledge and medical technology, medical

accidents increasingly occur in contemporary society. Disputes that arise are caused by

the generalization of the medical benefits, the patient's excessive expectations,

diverse patient reactions to medicines and medical procedures, the inherent danger in

many medical procedures, the profession’s low ethical standards, and the recent

extension of patient rights. This course is aimed at understanding medical regulations

in the context of the legal relation between patient and doctor. This course will focus

on a number of medical issues including: the concept and character of medical

treatment, the doctor's duty of care, the doctor's duty of explanation, the liability

for civil or criminal litigation, artificial pregnancy, brain death and organ

transplant. The course hopes to create in the students the fundamental knowledge

necessary to solve medical disputes through studying the related fundamental theories

and cases.

상법기초이론13201023 Commercial Law in basic theories

오늘날 상거래의 형태는 나날이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그 기본 법제인 상법과 관련한 지식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본 교과목에서는 상법학의 기초이론을 일반적으로 학습하며. ,

구체적으로는 상법상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인 상인에 관한 상인법과 그 변동원인으로서의 법,

률요건인 상행위에 관한 상행위법 및 회사법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특히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상법학의 변리변화를 고려하여 상행위의 손익주체인 상인 자연인 법인 과 상업사용인 등의( · )

거래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공시제도와 관련한 상업장부의 보존 및 상업등기사무의 전산화 관

련 법제를 검토하며 상행위의 자본화와 상행위이론의 변화를 폭넓게 학습함으로써 향후 이어,

질 각종 상사특별법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다진다.

This class is an introductory course covering major commercial law subjects i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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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activities or transaction, merchants and business entities. Students will

learn how to analyze cases by applying statutory business law and binding court

rulings. Students will also learn how to deal with commercial dispute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class discussions. In addition, the class will examine some commercial

and financial issues such as the relations between legal theories and commercial cases.

법적논증사례연구14203024 1 Legal Argument Case Study Ⅰ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논증의 기초를 학습하기 위한 연구 수업으로서 연구대상이 되는 사례

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선정한다 법적 논증이란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어떠한 쟁.

점에 대하여 그 판단의 근거 즉 논거를 제시하여 이유와 결론을 밝히는 것임 어떠한 법분야, .

이건 법적 판단에 관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논리정합성이 있는 논증에 의할 것이

요구됨 법실무에서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합리적 논증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대법원 전원. ,

합의체 판결 중 논증을 연구하는 데 모범이 될 만한 판례들을 선정하여 발제와 토론 위주의,

학습을 함 주로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쟁점은 무엇이고 그 쟁점에 대하여 어떻게 논증을 하였.

는지 살펴보며 이를 통하여 논증의 핵심은 어디에 있고 거기에 제시된 추론이 과연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his course is to study the basic theories on legal argumentation, by focusing on case

studies, especially analyzing some en banc decision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Legal

argumentation is to prove how conclusion can be reached through logical reasoning. In any

legal fields, claims on legal judgment to be persuasive need to be supported by logically

non-contradictory argumentation. In class, students discuss the selected cases to learn the

technique of logical reasoning by reviewing issues, arguments, and inferences for the

conclusion.

헌법특강14204025 Special lecture in Constitutional Law

본 교과목은 헌법 전범위에 걸쳐 헌법판례에서 자주 원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론적 내

용을 집중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이론 헌법기초이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을 일괄하여, ( , , )

정리체계화하기 위한 심화학습과목이다 헌법 전반의 주요내용을 빠른 시간에 학습함으로써.

헌법교과목의 구조와 핵심적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헌법판례 학습이 용이할 수 있도록

능력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

Special lecture in Constitutional Law is subject to organize theoretically the main

features for the maintenance of order and security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whole. Through this subject, The codified

constitutional theory, to cultivate the capacity for learning constitutional precedent.

헌법소송법14204026 Constitutional Litigation Law

헌법재판은 헌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으로서 국가작용의 합헌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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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통제절차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제도란 헌법에 의해 부여된 통치권의 행사가 항상 헌법이.

정한 내용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헌법재, ,

판제도는 재판기관 및 재판의 시점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헌법재판제도의 이론적 철학적 역사적 근거를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를 상세, , ,

하게 비교분석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조명.

한다.

This is a advanced course of constitutional law to learn its application. This course

will focus on analyzing constitutional litigations filed and decid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course will examine a wide range of constitutional challenge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upon the request of the ordinary courts,

impeachment proceedings,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competency disputes

among state agencies, among local governments or between a state agency and a local

government, and constitutional complaints.

행정구제법14204027 Legal System of Administrative Remedies

행정작용은 적법하게 행사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 따라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법익침해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요건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분석하고 평가한다.

본교과목에서는 행정구제제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행정소송을 규율하는 법체계와 기능을 학습한다1. .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체계와 기능을 학습한다2. .

국가배상청구를 규율하는 법체계와 기능을 학습한다3. .

손실보상청구를 규율하는 법체계와 기능을 학습한다4. .

쟁점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향상과 행정구제제도 운영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5.

함양한다.

This course examines an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The administration action

comes to bring a result to infring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nation if it is

not made an event to do legality. Therefore, We analyze it about a matter to receive

right relief for a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nfringement occurred by

administrative deposition and a procedure in detail and evaluate it.

가족법14205028 Family Law

가족법은 가족관계 즉 혼인과 친족 등 가족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 제 편, 4

친족 이 그 중심이 되며 강학상 제 편 상속 을 포함하기도 한다 가족법은 재산법과는 달리( ) , 5 ( ) .

관습적 보수적인 요소와 윤리적인 측면이 다분하고 강행법규적 성격도 강하다 그런데 오늘, .

날 가족은 형태상 또는 기능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오늘날 가족법은 변화.

하는 현대가족의 형태와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해 어떠한 법적 보호를 마련하느냐 하는 것이 주

요 관건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혼인 및 이혼 친자관계는 물론 친족 상속 등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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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올바로 이해하여 구체적인 가족법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학습한다.

Family law regulates the living relationships of marriage and kinship. Family law, as

opposed to property law, has a strong inclination for customary, conservative factors

and tradition based decisions. Therefore, family law characteristically has many

obligatory provisions. However, the modern family is rapidly changing in both its

formational and functional aspects. It is important that attorneys are prepared for

these changes. Thus, this course deals with issues regarding marriage, divorce,

biological relations and responsibilities, relative relations and inheritance issues in

the modern context.

민법기초연습14205029 Basic Practice of Civil Law

본 교과목은 민법에 대한 중요 원리 및 내용을 이해하고 법률적 사고능력을 배양하여 법률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의 기초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민법 전반에 대한 논점을 추출.

하고 논리전개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강의내용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등 민법. , , ,

영역의 주요제도를 검토하고 응용 및 사례문제를 다룬다, .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the main principles, thinking skills to solve a specific

problem and the basis of law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In particular, extracts

the logic of the civil 1aw issue for the overall ability to cultivate may be deployed.

Topics include basic rule in civil law, ownership laws, bond law, family law, including

drafting and review of the major areas of civil law and deals with the application and

practice issues.

민사증거법14205030 Evidence in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자료의 제출책임과 불제출책임을 당사자가 부담하고 진,

위불명의 상태에서도 법관은 재판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증거법은 민.

사소송의 척추에 해당한다 특히 증명책임의 분배는 독일 의 법률요건분류설의 내용. Rosenberg

과 그의 수정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근래 현대소송의 특수성은 증거편재 현상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곤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현대소송의 문제점과 함께,

그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제 심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제기와 그 효력. 1 ,

변론과 증거조사 및 관련 증거문제 소송종료의 원인과 그 효력으로서의 기판력 등을 학습하,

여 민사소송의 핵심적 부분을 이해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basic rules of evidence in Korean civil procedure

including who bears the burden of proof and what evidence is admissible in court. The

class will discuss the theories of Rosenberg, a German scholar in evidence, and compare

his theory with alternative theories in evide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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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14205031 Civil Enforcement Law

본 교과목에서는 민사집행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사집행법은 사법.

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 중 최종단계로서 권리자에게 실질적인 만족을 도모하는 절차법이

므로 이 교과목을 통하여 민법 상법 등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을 보다 구체적, ,

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course aims to understand Civil Enforcement Law systematically. Civil

Enforcement Law is a procedural law that realizes a real satisfaction to the owner in

the judicial process as the final step procedural plan. Therefore,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can understand civil law, commercial law and other procedural and substantive

law, in more detail.

형법판례연구14206032 Leading Case Study of Criminal Law

형법총론과 각론에서의 이론을 바탕으로 판례를 체계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법판례를 관통하고 있는 법적 논리 및 법리를 이해하고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수 있.

는 능력을 배양하고 실정법과 사실관계에 기초한 판례의 법리를 학습한다.

This course's purpose is for students to understand the case systematically and

critically based on a theory of the criminal law general remarks and the criminal law

detailed exposition. This course will review the legal logic and a principle of law

through a case of criminal law, bring up with the ability that is applicable to a

concrete case and teach a principle of law from a positive law and facts.

경제형법14206033 Economic Criminal Law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경제형법은 세계적으로 년대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1970 .

러한 경제형법은 경제생활 즉 경제질서 개별 경제제도와 같은 초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 , ( )

해하거나 또는 경제행위 중 거래수단과 관련한 남용행위 등에 대해서 형벌 보안처분 과태료ㆍ ㆍ

등의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모든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경제형법 관.

련 법규범 중 국민경제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면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경제범죄를 규,

율하는 법규범으로 그 학습범위를 집중하고자 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경제형법의 기초가 되.

는 경제형법의 보호법익 법인처벌론 경제행정과 형법 등을 학습한 후 회사경영 관련업무, , , ,

산업스파이행위 은행업무 금융업무 증권 독점금지법 보험 조세포탈 등과 관련한 개별, , , , , ,

범죄현상 및 규제 법규들을 습득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resolution of criminal actions in the economic sphere. The

course will cover legal issues on economic topics related to criminal law, including

economic administrative law, industrial espionage, insurance fraud and related crimes,

securities fraud and related crimes, and tax crimes.

형사증거법14206034 Criminal Evidence Law



- 18 -

본 교과목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가 가지는 가치를 이해하고 증거법의 기본원칙 자백배,

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체계와 내용을 검토하며 기, ,

타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This course examines criminal procedure and the admissibility of testimonial and

physical evidence in trials and hearings. The study of cases is emphasized because

court decisions apply legal principles to a set of facts which facilitates learning of

the principles and rules utilized.

형사정책14206035 Criminal Policy

형사정책은 범죄를 예방 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사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입ㆍ ㆍ

법 사법 행정상의 여러 가지 정책 등을 의미한다 형사정책에서는 형사정책의 역사와 현재.ㆍ ㆍ

의 동향 범죄현상과 원인 범죄대책론 범죄 및 범죄자의 유형별 대책 등을 강의한다, , , .

Criminal policy refers to governmental and societal endeavors in terms of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olicies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riminal activities. The students will review and discuss histories of criminal policy,

current practices of criminal policy, situations and causes of crime problems, theories

of crime prevention, and policies for dealing with crimes and criminals in this class.

기업금융법14207036 Company Law and Financial Regulation

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에 관한 법 규정 및 관련 중요 판례들을· · · ·

연구하여 로스쿨 졸업 후 기업 및 금융회사 종사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학습한다 이를 위하.

여 먼저 우리 상법 회사편에 규정되어있는 각 기업형태에 관한 일반론 및 특징을 법조문과i)

판례위주로 살펴보고 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인 각종 사채발행과 주식발행에 관한 법조문, ii)

및 관련 판례를 살펴본다.

This course will be of interest to any student wishing to develop a knowledge of

corporate law, as well as to those who are corporate finance specialists. The aim of

the course is to explain the complex statutory provisions governing the issuance and

marketing of corporate securities against the background of general business

transactions.

중재법14205089 Arbitration Law

대체적분쟁해결제도 의 커다란 축으로서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 분쟁을(ADR) ,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제

도를 이해한다 중재법은 중재의 개념 중재인의 선정 뉴욕협약 등 중재제도의 일반론과 중. , ,

재절차에 관하여 고찰하고 중재실무를 익히도록 학습한다, .

As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increase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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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vitably, disputes will arise. As these transactions grow more complex, it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to resolve disputes and conflicts quickly, fairly and

conclusively.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aint students with the arbitration law. The

main topics are basic concepts and functions and legal effects of arbitration including

arbitration procedure.

의료민사판례연구14209038 Civil Cases on Medical Practice

우리법원은 의료과오의 문제를 주로 불법행위책임으로 다룬다 그리하여 본 강의에서는 불.

법행위책임을 중심으로 주요 의료민사판례를 소개한다 진료과오와 설명의무에 관한 판례에서.

나타난 인과관계 증명책임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다룬다, , .

Malpractice is generally treated as the law of tort in practice. Therefore this

course plans to present leading case around the law of tort. Specially the causation,

the onus of proof and the compensation for damage should be discussed in concerned with

the medical negligence and the informed consent.

14210039 Understanding of Chinese Law國 的

현대 중국법제의 전반적인 체계와 중국의 법 과 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階

다 이를 통하여 중국법의 개별적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쌓는다 연구대상은 중. .

국법제의 형성 중국법의 법계 와 법원 중국의 사법제도 중앙행정기, ( ) ( ), ( ),系

관의 입법 지방행정기관의 입법 등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진행은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활용, .

하며 이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다, .

This class is aimed to help students acquire a better understanding of Chinese law.

To achieve it, China’s whole legal system will be researched in the class. In

addition, this class will cover many topics regarding China’s law itself: who can

legislate law? what level of legal effects does each law have among various forms of

laws? etc..

미국법14210043 American Law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주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미국법 원칙 및 사법제도를 바르게 이해하,

여 향후 미국과의 소송 중재 등 분쟁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식을 습득하고 미국의, , ,

법원칙과 우리 법원칙의 비교 학습을 통해 양국의 법원칙에 대한 지식을 깊이 향상시키는 것,

이 본 교과목의 주요 목표이다 미국의 연방 및 주 법원의 사법제도를 개관하고 미국의 민사. ,

법 민사소송법 계약 상거래 불법행위 제조물책임 등 과 미국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에( , , , , )

대한 중요한 법원 판결을 분석하면서 미국 법원칙을 학습한다, .

This is an introductory course to study U.S. laws through controversial, rule-making

U.S. court cases related to constitutional law, contract, product liability, conflict

of law, civil procedure, etc. Students will learn how to analyze cases, and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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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hem into legal disputes with U.S. litigants. This course also provides

comparative perspectives of legal systems and rules in Korea and U.S., which may help

students strengthen their practical knowledge of legal systems in general

미국통일상법14210044 Uniform Commercial Code

미국 통일상법 중 제 편 매매와 제 편 신용장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며 매매계약과 신용(UCC) , 2 5 ,

장거래 관련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미국판례 연구를 통해 국제상거래 실, , ,

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쟁점분석과 법적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미국의 통일상법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성안 시 주요한.

참고 법원으로 본 강좌에서는 매매계약관련 유엔협약과 미국통일상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

교 연구하며 무역거래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신용장거래에 대한 미국법과 국제신용장, ,

통일규칙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국제거래법의 법원에 대한 기초지식을 축적할 수 있,

다.

This course explores basic American legal principles and current issues in commercial

contracts and other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by analyzing U.S. court cases

related to Article 2 Sales and Article 5 Letter of Credit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The primary purpose of the course is to help students enhance their analytical skills on

cases, by exercising how to spot issues and how to apply rules to the given facts of each

case. In addition, this course can provide comparative perspectives between UCC and CISG.

유엔협약사례연구14210045 CISG Case Studies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물품거래의 중요한 국제법원인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United Nations

을 적용한 협약가입국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법원의 판례와 우리나라 기업이 제소된 사건의 판결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각 체약국, .

의 판례분석을 통해 해당 국가의 무역정책 법문화 법적 사고 법제도 등을 파악할 수 있, , , ,

어 학생들이 향후 우리나라와 체약국간의 국제매매계약관련 분쟁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

학생들의 국제법무지식 배양을 목표로 한다.

When Korea ratifi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in 2005, the CISG became a major part of Korean commercial laws.

By analyzing the actual legal disputes and settlements among different Contracting

Parties of the CISG,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understand how to apply

various international rules and deal with legal conflict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 addition, some Korean companies have been sued in U.S. courts under

CISG. By studying the cases of Korean companies, students may develop their own legal

practice plans and litigation strategi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s.

지식재산권법개론14211043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General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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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그 차이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이

론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초적인 판례들을 학습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중요

성과 한계에 대하여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식재.

산권의 영역확대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동향과 이러한 동향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의,

강화와 약화에 따른 각각의 법적인 영향과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This course will survey basic legal mechanisms for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atent, trademark, design and copyright. It will focus on investigating basic

theories in the context of a series of ongoing debates in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It will explore basic theories that support stro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well

as those that support weaken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개별근로관계법14212044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본 교과목에서는 노동법의 본질과 개념을 이해하고 개별적노사관계법의 체계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하여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학습한

다 나아가 근로관계의 성립과 변동 및 종료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등을 포함. , , ,

한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등등의 이론과 판례 및 학설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근로관계에서 발,

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전문 법조인의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legal issues and disputes arising from the relations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It will analyze major labor disputes in private sectors

related to labor unions, unfair labor practices, collective bargaining, and strikes.

세법총론14213045 General Tax Law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버팀목은 자유와 재산이고 그 중에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분야가 조세이다 국가의 경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국가와 국민간의 조세분쟁은 증가하고 있.

고 최근 조세법은 법률실무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교과목은 조세관련 법, .

적 분쟁을 둘러싼 조세법의 기초로서 그 핵심내용을 학습하고 이 학습을 통하여 조세법 전반

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판단기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본 교과목의 강의는 조세의 의의 조세. ,

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경정청구 국세우선의, , , , , ,

원칙 국세의 부과권 제척기간 소멸시효 가산세 국세환급 조세불복제도에 대하여 심층적, , , , ,

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 교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 민사법 상사법 행정법 등 관. , , ,

련 법학에 대한 선행지식이 필요하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ax law and it will examine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 including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tax procedure, tax condition,

substance tax and other relevant tax issues.

국제법일반14214046 General Lecture on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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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좌는 국제법의 법원 국제법 방법론 국제법과 국제관계 국제법과 국내법 국제법의, , , ,

주체 국제기구 무력충돌법 국제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제법 쟁점을 다룬다, , , .

본 강좌는 조약법 국가책임법 등과 같은 전문화된 국제법 부분의 이해에 있어 필수불가결,

한 국제법의 기본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강좌이며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습득 및 심화 과정을 위한 준비 단계의 강좌로서 상기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고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This course explores fundamental aspects of international law.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ethodologies of international

law,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Law of Armed Conflicts an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would be dealt in detail.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nhance the level of knowledge on international law in general.

환경법일반14216047 Environmental Law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환경법의 중요성 또한 현실적,

으로 이론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 교과목에서는 환경법의 일반이론은 물론 개별 분, . ,

야별 환경법적 쟁점들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학습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become one of th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world as well as in Korea. In this subject, students will

underst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and learn how to recognize and

solve the legal issues.

실습과정13202048 (A/B) General Practice Clinic(A/B)

본 교과목은 대학원에서 법학이론 및 실무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법률분쟁

의 현장과 접촉하게 하고 그 현장에서 일정 역할을 담당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습득한 법학, ,

지식을 현실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의 연마를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법조인으로서 평생.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봉사활동의 기초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상담활동 법률구. ,

조활동 인턴쉽활동 견학활동 등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 인턴쉽 활동이 중심이 된다 인턴쉽, , , .

활동은 학생이 시간 동안 법률회사 등 법률문기관에서 지도관의 지도아래 실제 발생한 민사40 ,

형사 헌법 행정소송과 관련된 각종 소송서류의 작성 및 회의참석 판결분석 등을 직접 수행, , ,

한다.

This clinic course is designed to broaden students' practical experiences and to

develop their future legal careers through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se

activities will include such diverse areas as; (1) assisting community service programs

by providing legal aid and consultation directly to community members, (2) Internship

programs involving the drafting of legal documents for litigation and other legal

research and memorandum writing, (3) placement in various law-related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4) service in local community offices, (5) service

in certain governmental agencies, and (6) internships in private law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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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서작성13202049 Legal Writing

법률가로서가 작성하게 되는 법률문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중 민사 형사 행, , ,

정소송 등 소송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면들의 구조와 작성요령을 익히는 것이 기본적으

로 필요하다 본 교과목에서는 변호사로서 작성하게 되는 소장 고소장 준비서면 변론요지. , , ,

서 각종 신청서를 비롯하여 판사 또는 검사로서 작성하게 되는 판결문과 결정문 등의 관련문,

서에 대한 구조와 작성요령을 학습한다 특히 이러한 소송 관련문서는 실체적인 법률요건 이.

외에 소송법적인 요건 및 절차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각종 문서작성에 필요한 실

체법 소송법적 법률지식이 해당문서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학습하게 된다.ㆍ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송 관련 문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이.

러한 소송관련 문서 외에도 시장에서 분쟁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계약서와 법률가로서 작

성하게 되는 의견서 등 기타 다양한 법률문서를 구체적 분야별로 학습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해

당문서를 작성하는 실무과정을 학습한다.

Legal documents, such as civil and criminal litigation documents, opinion letter,

legal memoranda and contracts are very diverse. Student who later on will be a lawyer

have to understand the concepts and structures of various legal documents and to

practice legal document writing. Especially to practice writing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documents, it is required to have both substantive legal

knowledge and procedural legal knowledge. In this class, students will learn to write

various legal documents in which substantive legal knowledge and procedural legal

knowledge is systematically reflected.

검찰실무14203050 1 Prosecution Practice and Criminal Procedure 1

검찰실무 에서는 학생들이 장차 검사 또는 형사변호사 형사재판부 법관으로서 활동하기,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검찰실무를 다룬다 또한 실제 사건 등 다양한 사례와 검사의 사.

건 처리 절차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사절차법과 형사증거법을 보다 깊고 폭 넓게 이해할 수 있

도록 한다 검찰실무 에서 기록교재를 중심으로 실무서류 검토 작성 등을 본격적으로 배우. ,Ⅱ

게 되나 검찰실무 에서도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다양한 사례 제시와 토의, .Ⅰ

를 통해 형사 분야 이외의 실무에서도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

안의 쟁점 파악 증거관계 분석 및 필요한 추가 증거의 파악과 수집 정확한 사실인정 논리, , ,

적인 설득력 등을 배양한다.

형사재판실무14203051 Practice of Criminal Trials

형사판결문의 작성 방식과 체계에 관한 교과목으로 증거능력에 관한 이해도 증진 및 유죄판

결 등 형사판결문의 잉작성능력을 구비하여 심 공판절차의 개요 및 증거능력 강의를 통하여1

형사사례연구 유죄판결의 주문과 이유 유죄이외 판결의 주문과 이유작성 능력을 학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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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논증사례연구14203052 2 Legal Argument Case Study Ⅱ

교과목의 성격이나 수업주요목표는 법적논증사례연구 과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법적논증1 . ,

사례연구 은 주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여기 법적논증1 ,

사례연구 에서는 재판실무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개별 법리적 사안을 다양하게 다루게 된2

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개별 사안에서의 논증의 분석과 정리를 주된 목표로 하되 해당 쟁. ,

점과 관련된 판례나 학설의 입장 등도 병행하여 학습함으로써 대상판결뿐만 아니라 관련판례

등에 대한 올바를 이해를 도모하려고 한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course for the Legal Argument Case Study I. The course is

designed to train students how to deal with trials or other legal practices by applying

the basic theories of legal argumentation to real cases, and how to present their

logical reasoning to prove their claims.

헌법쟁점연구14204053 Study on Constitutional Issues

본 강좌에서는 헌법의 주요쟁점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헌법의 주요.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자유권 평등권 권력분립 정부형태 헌법재판 지방자치 등의 영, , , , ,

역에서 현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안들을 선별하여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이, ,

론과 판례를 조명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issues. It focuses on current

issues of equality and individual liberty, separation of powers, constitutional

litigation, and provincial self-government. It places questions of doctrine, theory and

judicial cases in an historic,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헌법연습14204054 The Constitutional Law Practice

본 교과목은 헌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 법률가로서 사회현실을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신문기사 주변의. , ,

이야기등을 통해 헌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적용되어야 할 헌법 규

정 판례 헌법이론은 무엇인지 연구한다 또한 헌법의 적용결과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 .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학습한다 이를 위해 기본권론 통치. ,

구조론 헌법소송에 대한 학습을 병행한다, .

This course's purpose is the raising an appreciative eye for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rough practicing the constitutional law. We take a look at the constitutional

problem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s, the Supreme Court cases, newspaper

articles, and stories around and study what constitutional provisions, case law, the

theory should be applied to the each specific cases. To this end, the fundamental

rights theory, governmental structure, and constitutional litigation should be studied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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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14204055 Study of constitutional precedent

본 교과목은 헌법 전범위에 걸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자

한 정형적이고 표준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선별하고 그 판례를 분석정리하여 헌법판례,

분석능력을 체계화하여 헌법이론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심화학습과목

이다 헌법재판제도가 갖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적 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개별적 기본. ,

권의 보장을 위한 각 유형별 판례와 현재 국내외 헌법적 현안 그리고 이론적 쟁점 중에서 심

화된 논의가 필요한 판례를 선정하여 학습한다.

In this Course, we will select th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ried in

order to guarantee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to ensure the rule of law

substantially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whole. And this subject made

incubated the ability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onstitution and the ability to

analyze the case law.

특별행정법14204056 Administrative Law of the individual domain

행정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행정의 주요한 행위형식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고 있는 것

을 전제로서 개별 행정작용법을 이해함으로서 행정소송에서 본안의 주장의 기초가 되는 지식

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발전적인 과제로서 실체법적 절차법적인 법규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행정조직을 규율하는 법체계와 기능을 학습한다 지방자치를 규율. 1. . 2.

하는 법체계와 기능을 학습한다 개별 행정작용법 경찰행정법 경제행정법 개발행정법. 3. ( , , ,

환경행정법 등 에 관한 법체계와 기능을 학습한다 관련 쟁점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해결) . 4.

능력향상과 행정작용의 태양을 새로운 시각에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규범체계로서의 행정작용

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individual administrative action method. As for the

administration, legality must be performed soundly, and the personal basics right must be

respected again. Therefore, We analyze the administrative action of many administrative

domains.

행정법연습14204057 Study of Administrative Law Cases

행정법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을 연습한다 이를 통하여 행정법 이론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연습대상은 행정법, .

기본이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대상사례의 법리적 논점뿐만 아니라 사.

실관계 분석도 연습대상으로 삼는다 연습방법은 크게 세 단계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먼저. . ,

대상사례를 풀어본다 다음으로 사실관계의 특징과 그것이 의미하는 법리적 의미를 분석한. ,

다 마지막으로 사례에 적용된 이론을 정리한다. , .

This class is designed to teach students skills on figuring out how to trea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this class, students can practice solving cases with basic

theories of administrative law applied. The cases would be analyzed from both sid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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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and theories. It will help students acquire better ability to find solutions to

administrative law cases.

민법종합연습14205058 1 Comprehensive Seminar on Civil Law 1

민법 전체 특히 재산법 의 주요 법적논점과 사례를 학습한다 본 강좌는 민법 판례를 기초( ) .

하여 정선된 사례의 분석 및 해결을 통하여 법적논점을 체득할 수 있도록 연습강의로 진행한

다 이에 따라 민법의 법리를 실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민사판례에 대한.

분석능력을 제고하여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The aim of this course is to enhance the student's ability to understand the

principal juridical doctrines related to Korean Civil Code comprehensively and their

capacities to apply the judge-made civil law by studying civil-law cases.

민사상소제도론14205059 Appeal of Civil Procedure

상소란 하급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당사자의 권리구제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한 제

도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항소심의 심리구조의 정책적 문제와 명문의 상고이유의 이해 불이. ,

익변경금지의 원칙 파기판결의 기속력 재심의 구조 등을 학습한다 그 외에 복잡소송인 청, , .

구병합소송 및 다수당사자소송도 포함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civil litigation appeals. The

course will discuss relevant policy issue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of the

adjudication process or trial practices under the current civil procedure system. The

course will also deal with critical concepts and rules in appellate systems including

the structures of retrials and the binding effects of vacated decisions of the superior

courts.

민사실무14205060 1 practical civil law 1

본 교과목은 실제 변호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실무 지식의 제공과 동시에 이

러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중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지식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장차 변호사로 업무, ,

를 행하게 될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민사실무 에서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작성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청구취지 및 청1 , ,

구원인 작성을 위한 연습단계로서 각 소송유형에 따른 간단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연습

및 사례풀이를 살펴본다.

This course provides practical knowledge as an attorney at law by making legal

documents such as petition and solving specific cases.

현대민사분쟁사례연구14205061 Study of Modern Civil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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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민사분쟁은 산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 및 사회의 복잡다단화로 인하여 금융 건설, ,

부동산 공정거래 보험 등 여러 전문분야의 쟁점과 결합하여 종합적인 분쟁으로 심화 확대되어, , ∙

가고 있다 이러한 분쟁 해결에 참고가 되는 주요 판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연구한.

다.

Civil disputes in modern society are getting intensified and expanded to

comprehensive disputes combined with issues of various areas of expertise such as

finance, construction, real estate, fair trade, insurance and so on, due to the rapid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complexification of society. This in-depth

study proceeds, focusing on major precedents and cases as references to solve these

disputes.

형사상소제도론14206062 Appeal of Criminal Procedure

형사상소제도론에서는 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서 재판과 그 재판의 효력을 살펴보

고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인 상소에,

관하여 강의한다 또한 확정된 판결의 시정을 위한 비상구제절차와 소송경제의 이념에 근거한.

특별절차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This course is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potential criminal problems that arise

during judgment of criminal procedure.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basic theories of

judgment, the effect of judgment, appeal, and special proceeding of trial.

형법연습14206063 Seminar in Criminal Law

형법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현실적인 사례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형법연습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쟁점사례들을 형법적 시각에서 쟁점화하고 이를 형.

법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과목이다 연습사례에는 형법총칙.

의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공범론 미수론 죄수론 형벌론 등과 관련한 영역의 주요 논점, , , , , ,

사례들이 포함되며 형법각칙의 개인적 법익 재산적 법익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 ·

등과 관련한 영역의 주요 논점사례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형법총론 및 각론에서 습득한 형.

법의 이론과 판례와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형법 해석을 통한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The goal of this course is to complete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criminal law

through the law readings by dealing with the examples covered in the generals and

particulars of Criminal Law.

특별형법14206064 Special Criminal Law

현재 우리나라에서 형벌에 관한 규정은 형법 외에 수많은 형사특별법 및 행정형법 등에 산,

재해 있다 이러한 특별형법에서 형법의 기본원칙이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는지 과잉처벌 및. ,

남용입법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분석하여 특별형법의 당위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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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will review the legal and practical foundations of the special criminal

law. As part of the course, the regulation of special criminal law will be studied and

its conformity with foundational principles considered. Moreover, cases of excessive

penalties and improper legislation will be examined. Finally the societal, economic and

politic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special criminal law will be analyzed.

회사법14207065 Company Law

자본주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 활동은 필연적으로 공동기업형태에 의존하는 바 그 중 회,

사는 민간부문의 가장 효율적인 경제주체로서 사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자원을 분배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강의는 상법 중 제 편 회사 를 중심으로 특수한 공동기업형태인. 3「 」

회사라는 단체 조직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각종 법률관계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회,

사법의 다양한 법적 이론과 실제 사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의 개념 능력 및 종류. ,

관련 기초 이론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활용도를 가진 주식회사의 설립,

기관 구성 자본 조직 개편 등을 보다 중점적으로 학습한다, , .

This course is the essential course in the corporate series. The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critical legal issues under company law. Topics include a general

introduction; formation of the company, including limited liability and veil piercing,

introduction to corporate governance, authority of corporate directors, managers, and

partners, their roles and duties, dissolution of the company, corporate finance,

insider trading, and merger, etc.

생명과학지식재산권14209066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n Biotechnology

본 교과목에서는 생명공학에 관한 다양한 지식재산권인 특허 신품종보호제도 영업비밀보, ,

호제도 등의 내용 및 각각의 차이점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학습한다 또한 농부권과 전통지.

식 등 생물유전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새로이 부각된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영역이 어떻게

기존의 지식재산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관한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를 토대로 각각.

의 지식재산권의 한계에 관한 토론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

력의 결과물인 국제협약이나 국내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재 에서의 논의 동향 등도 함께 고찰한다. DDA .

This course will survey the legal mechanisms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patent, breeders' right, and trade secrets, farmers' right, indigenous knowledge in

biotechnology. It will focus on the efforts and the results for protecting genetic

resourc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regional level, and at the individual country

level.

유전공학법14209067 Genetic Engineering Law

본 교과목에서는 유전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국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유전공학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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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유전공학관련 법제는 크게 유전공학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과 그로.

인한 규제라는 측면의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유전공학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

원제도 및 기업의 이윤 확보 방안으로서의 각종 재산권의 의미를 분석하는 한편 유전공학기술

로 인한 다양한 인체 및 환경관련 위해성 문제를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조약 및 개별 국가들의 법의 내용 및 이론들을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survey various legal systems of genetic engineering. Legal systems

of genetic engineering corporations will be examined. Liability systems for harm to

human health and ecology caused by genetic engineering products will be examined. It

will focus on stri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and environmental liability. This

course will address the legal aspects of substantive issues such as trade and the

environment, corporations and biotechnology, development assistance and the

environment, etc.

의료손해배상론14209068 damages and compensation in medical negligence

본 강좌에서는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기본이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의료손해배상은.

크게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료과오책임이란 의료.

인이 평균적인 의학수준에 위반하여 환자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에 관한 것,

이고 설명의무 위반책임은 설명해태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의 책임에 관한 것이,

다 각각의 경우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의 범위 인과관계 증명책임에 관한 기본이론을 다룬. , ,

다.

This lecture discusses basically about the compensation for medical malpractice. The

medical compensation is mainly divided into two different responsibilities such as one

created by the medical negligence and the informed consent. The former is a matter of

damage to the patient’s life and body in violation of the average medical level and

the latter is related to the breaking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t this

course the limits of damage including compensation, the causation and the onus of proof

are materially contemplated.

의료소송실무14209069 Medical Litigation Practice

본 교과목에서는 의료와 관련된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에 대하여 실제 소송실무에서 다루는 방

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의료소송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과 민법 형사. , ,

소송법과 형법을 종합하여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실무적 감각을 배양한,

다.

This course aims to learn how to deal with civil liability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medical malpractice in real litigation practice. To this end, By analyzing

the Code of Civil Procedure, Civil Code and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Penal Code

with regard to the medical litigation and cases, students can comprehend the practical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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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0070 Comprehension of Japanese Lawの

본 교과목은 일본의 다양한 법제도를 인식하고 검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일본의 법.

조양성과정 법과대학원 을 비롯하여 최근의 형사사법제도 및 일본법 동향에 대하( , Law School)

여 살펴봄으로서 우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This course recognizes and examines a variety of Japanese law and systems. Examining

the trend of recent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Japanese law including a judicial

officer training process(Law School System) of Japan I also contrive the understanding

for an interpretation theory and the legislation theory of the Korea law.

14210071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 Law International Securities

Transaction Law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기업거래와 통합자본시장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공시의무 증권발행 브로커 및 딜러에 대한 규제 그리고 내부자거래에 대한 자본, , ,

시장법상의 규제에 관한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증권 및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 i)

로서의 주식회사에 관한 구조적인 이해를 돕는 상법 조문 및 판례 학습 상법 회사편과 자, ii)

본시장법에서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학습 국제증권거래에서의 공시의, iii)

무 증권발행 브로커 및 딜러에 대한 규제 그리고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규제내용을 학습한, , ,

다.

This course explores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U.S. and of selected Asian

Countries on disclosure obligations, securities offerings, broker-dealer activities,

and insider trading. It also introduces students to developments in trans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integrated capital markets.

저작권법14211072 Copyright Law

본 교과목은 정보유통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저작권법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법

의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사회에서 지식창작의 이용 및 보호라는 규범적 논의를 통하여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 일상의 지식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보호법리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저,

작권 문제에 대한 법조인으로서의 수행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한다 구체적으로는 저작물 저. ,

작자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 침해 및 구제 등을 사례와 접목하여 살펴본다, , .

This course deals with the various kinds of copyrighted works, the scope and limits

of copyrights, the standards for judging infringement, and the remedies available in

copyright lawsuits.

집단노사관계법14212073 Collective Labor Relation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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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목에서는 근로권과 근로의의무 및 노동 권을 이해하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체계에3 ,

대하여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

약 쟁의행위와 노동쟁의조정 부당노동행위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하, ,

여 이론과 판례 및 학설을 분석함으로써 집단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책을 제

시하고 노사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전문 법조인의 능력을 함양한다 나아가 교원노동조합.

법 공무원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룰 등의 이론과 판례, , ,

를 다룸으로서 노동법에 대한 전문 법조인의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will cover the basic systems and structures involved in labor-management

disputes. The course will also encourage students, through the study of the systems and

the structures of the labor union, to develop new and better approaches to address the

issues that continually reoccur due to the classic labor-management dichotomy.

세법각론14213074 Particulars Tax Law

국민 즉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는 최근 과세관청과 마찰 혹은 조세저항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세는 관.

련 조세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자에게는 조세분쟁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

는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강의내용은 소득세, , ,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신고납부 등을 학습한다 본 교과목, , , .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법총론 민법 상법 등의 관련 법률의 지식과 회계학적 마인드가 요구, ,

된다.

This course examines direct taxation of individuals and entities including the

individual income tax, the corporation and indirect taxation of value added tax.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learn income tax, corporate income tax, value added tax on

taxation requirements, established and determined tax liability, report and pay.

법14214075 WTO Law of the WTO

본 강좌는 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원칙 및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통상법 전반에 걸WTO

친 쟁점을 다루고 국제통상법의 핵심인 법의 기본 구조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본 강좌, WTO .

는 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바 주요 사례 관련 결정도 살펴본다WTO , WTO .

본 강좌는 국제통상법의 심화 학습 국제법연습 에 대한 준비 강좌의 성격을 갖는다( ) .

본 강좌는 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습득 및 심화과정을 위한 준비 단계의 강좌로서 내WTO

국민대우원칙 최혜국대우원칙 일반적 예외 및 환경관련 통상문제 등의 고찰을 주, , , TBT, SPS

요 내용으로 한다.

This course examines various aspects of international trade law through case studies

of the WTO. This course deals with concept of WTO's basic rules and principles, such as

MFN, National treatment and Security exception. Also, this course explores other issues

which are directly related with international trade matters, such as environmental

issues, sanitary issues and technology issues in general.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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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et students get a basic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trade law in general

국제거래법14215076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국제계약 국제물품운송 신용장거래 수출입통관 등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국제법무에 대한, , ,

실무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주요한 국제법원 인 유엔국제물품매매, ( ) “

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과 관련 판례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동 협약을 이해할 수 있는 국제” ,

상거래의 기본원칙을 학습한다 먼저 국제계약 운송 및 보험 관련 무역거래정형조건 물품대. , ,

금지급을 위한 신용장거래에 관한 일반원칙을 학습하고 유엔협약의 적용원칙 물품매매계약, ,

의 성립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협약규정을 분석하고 관련 사례를 연구한다, , .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obtain some practical, legal knowledge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contract, transport,

transactions by letters of credit. The main part of the course focuses on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which took effect in

2005 in Korea. The class analyzes the treaty and relevant court cases, by review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formation of contract, and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the

parties under the contract.

환경분쟁과소송실무14216077 Environmental Disputes and Practices

많은 환경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의 성격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실무사례의 검토와 연습을 통해 이런 환경분쟁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이 과목의 학습목표이다.

With variety cases and its complexity in environmental disputes, it is required for

students to learn the way to catch up the issues and find the solution from the former

judgments of the Courts. This is the purpose of the subject.

중국법14208110 Law of China

초강대국인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매우 가깝고 또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고 향후 중국은. ,

세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이 예상되므로 중국의 민사관계법을 탐구하는 것은 국제적으21

로도 의미가 있다 중국법은 중국의 민법 소송법 상법 지적재산권법 기업법 금융법 파. , , , , , ,

산법 의료법 중재법과 관련 판례 및 사례 등 민사관계를 중심으로 폭넓게 학습한다 본 교, , .

과목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 민사관계법의 기본원리와 법적문제를 상호 비교를 통해 학습하고

토론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 민법의 이해도를 한차원 높이고자 한다.

This course is designed to acquaint students with the Chinese legal regime. The three

nations of East Asia (China, Korea and Japan) have formally and substantially similar

legal terms and concepts. These countries are reciprocally influenced on their internal

legal matters by the law of the other two countries. This course specifically exa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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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Civil Law and its impact on Korean Civil Law.

모의재판13202078 Moot Court

본 교과목에서는 민사 형사 재판에 관한 모의적인 상황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담당해보

게 하여 재판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소송실무에 관한 기초지식을 재판절, .

차에서 구현하도록 하여 소송절차상의 각종 서류작성과 법률가로서의 법정에서의 활동 등의

소송행위를 실제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체험하도록 한다 민사와 형사재판을 각 주씩 할당하. 8

고 부여된 사례를 검토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는 롤 플레이, ,

로 진행하며 강평을 통하여 보다 타당한 소송수행의 방법을 익힌다(Role Play) .

This course deals with simulated court proceedings, including the drafting of briefs

and participation in oral argument. The course will provide practical knowledge by

requiring the students to apply procedural and substantive laws to fictitious cases.

검찰실무14203079 2 Prosecution Practice and Criminal Procedure 2

검찰실무 에서는 기록 교재를 중심으로 실무기록 파악능력 및 공소장 변론요지서 등 법조,Ⅱ

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서류 작성능력을 배양한다 다양한 사례 제.

시와 토의를 통형사 분야 이외의 실무에서도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신속하고 정,

확한 사안의 쟁점 파악 증거관계 분석 및 필요한 추가 증거의 파악과 수집 정확한 사실인, ,

정 논리적인 설득력 등을 배양한다, .

민사재판실무14203080 Practice of Civil Trials

민사이론과목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본으로 민사재판절차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법원의 역, ,

할과 기능 민사소송의 증거조사절차와 사실인정 판결체계와 소송요건 판결주문과 이유 등, , ,

판결문의 작성방식과 체계에 관하여 학습한다.

행정법판례연구14204081 Research into Precedents in Administrative Law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내용을 연구하여 행정법 이론이 재판에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연구대상은 행정법 기본이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한다 대상판례. .

의 사실관계와 법이론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연구방법은 크게 두 단계의 과정으로 진.

행한다 먼저 대상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이해 분석한다 이어서 이론적 관점에서. , · . ,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The main focus of this class is to teach students how precedents apply theories of

administrative law to cases. It will help students to understand basic theories of

administrative law better. When it comes to looking into precedents, the facts of

precedent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as theories it has. This class would provide

some opportunities for discussing validity of precedents from the views of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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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특강14204082 Topic of the Administrative Law

본 교과목은 구체적인 행정사건에서의 실체법과 소송법의 결합 및 학문적 이론과 재판실무의

융합을 통해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실무기능 고양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따라서 행정법의 기초.

및 심화이론 과정에서 쟁점사항으로 나타난 점들을 가상적인 또는 실제적인 법적 분쟁으로 설정

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적합하지 않는 제도적.

결함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안책을 제시하며 현실 생활에서의 활용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

다.

This course examine about the topic of the administrative cases. Therefore, We

analyze the legality that a problem showed by an administrative legal case.

행정분쟁사례연구14204083 Administrative Dispute Cases Study

본 교과목은 다양한 행정 분쟁의 유형과 분쟁해결방법의 연구를 통해 법률가로서의 행정분쟁

해결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인 행정분쟁의 유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

속의 행정청과 사인간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외에 국가기관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국, ,

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분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또한 행정분쟁의 일반적인 해결절.

차인 행정소송외에 행정심판절차와 권한쟁의심판 절차 조정 절차등에 대해서도 학습 연구한,

다.

In this course, the building capac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purpose through studying a variety of types of administrative disputes and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e types of common administrative dispute occur between private persons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belonging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agency, but also

occur between the national authorities , between local governments, between stat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o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s, students also

learn and study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rights disputes and adjustment procedure.

공법실무14204084 Legal Writing on Public Law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의 실무를 익히기 위한 기본적인 방식으로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에 필요

한 기본적인 소장 및 답변서 등 송무에 필요한 문서 작성 실무를 익힌다 이를 위한 실체법적.

그리고 절차법적 지식을 기반으로 실제 또는 모의 사례해결방안을 학습한다 또한 헌법과 행.

정법이 유기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In this class, Students study to practicing legal writing, such as complaint, reply

and etc, which is required to administrative and constitutional litigation practice. To

achieving this goal effectively, it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study both substantive

legal theory and procedural legal theory on public law at the same time.

민법종합연습14205085 2 Comprehensive Seminar on Civil La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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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종합연습 의 학습내용을 토대로 보다 심화된 법적논점과 사례를 검토한다 특히 구체적1 .

분쟁사례 분석을 통하여 법적논점을 추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 및 응용하는 연습을 한다 본.

강좌는 민법 전반에 대한 법률능력을 배양하고 사례해결 및 응용능력을 함양함에 목적이 있

다.

This course will intensify the study of the legal issues and cases. The lecture would

analyze the detail cases of dispute, extract the legal issues, and explain the practice

applied to the real life. The purpose of this lecture intensifies the solution of law

capability about the civil law overall and case capability of its application.

민사절차법연습14205086 Practice of Civil Procedure

민사절차법 연습은 학습된 민사소송법 이론을 구체사례에 적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교과목으로 기출문제 및 전형적 판. ,

례 새로운 판례를 인용하여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개념 소송과정 및 복합소송과 관련, . ,

된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will focus on the practice of civil litigation appeals. The course will

need to actively participate of students. They explain theory and real application case.

The teacher points out a student's mistake and corrects it. The detailed scope is all

civil procedure.

민사절차법판례연구14205087 Cases on Civil Proceedings Act

본 교과목에서는 민사소송법에서 학습한 기본적인 소송절차의 이해를 토대로 중요한 민사소

송법 판례를 학습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판례에서 나타나는 민법 상법 등의 실체사법의 내용. ,

도 민사소송법과 함께 종합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사법질서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주안

점이 있다.

This course will study the important precedents of Civil Procedur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basic legal proceedings in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lso The

contents of the entire focus are on the comprehensive study in the Civil Code and the

Commercial Code with precedents of Civil Procedure.

민사실무14205088 2 practical civil law 2

본 교과목은 실제 변호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실무 지식의 제공과 동시에 이

러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사시험 중 기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지

식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장차 변호사로 업무를, ,

행하게 될 학생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

여 민사실무 에서는 실제 소송유형에 따른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여러 문제가2 , ,

복합된 실제와 유사한 사례에서 변호사로서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및 대처방안을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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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provides practical knowledge as an attorney at law by making legal

documents such as petition and solving specific cases

형사절차법연습14206090 Seminar In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은 신속하게 적정절차를 통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기술적 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절. ·

차에서 그 이론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교과목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론과 판례를 기초로 하여 그 해결방법을 함양한다.

Criminal procedure is the primary set of laws for regulating criminal proceedings. In

this course, we analyse and examine the examples and theories by using the criminal

procedure.

형사법의쟁점과사례14206091 Cases and Problems in Criminal Law

본 교과목에서는 실체법인 형법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등이 결합되어 있는 사례를 통해서

주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형사문제의 종합적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This course will develop the problem-solving ability with cases, which are included

competing legal disputes regarding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and the procedural law.

인권보호와피해자학14206092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Victimology

인권보호와 피해자학은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구제와 피해자

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취급한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게 되면 범죄자 및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보장은 소홀하게 된다 현재에는 국가의 공권력의 집행과정에서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이념이며 세기 후반부터는 범죄피해자의 보호가 국가 사회의 주요과제로 부각되었, 20 ㆍ

다 인권보호와 피해자학에서는 인권보호와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한 사례 및 관련 법률 등을.

강의한다.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victimolog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violation of

those basic human rights and protection principles that occur during criminal

proceedings. Solely concentrating on the punishment of criminals leads to neglect of

human rights of both the victim and the criminal. Today, ensuring human rights during

the process of exercising governmental authority is a vital principle and from the late

twentieth century relieving the plight of victims has become a critical mission for

government and social agencies.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review and discuss the

relevant laws and case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safeguarding

of criminal victims.

형사실무14206093 Criminal Advocacy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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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과목은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보석허가청구서 변론요지서 상소이유서 등 중요서류의, , ,

작성방법과 증인신문 등 각종 변호활동의 요령을 습득하고 형사절차 전반을 이해하여 변호사,

로서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ims to write out important papers like papers to request the review on

legality of confinement, papers to file a motion for release of the defendant on bail,

papers on argument of counsel and to learn the point of all sets of defense action.

어음수표법14207094 Negotiable Instruments Law

완전유가증권인 어음과 수표는 기업과 가계의 현금결제수단을 대체하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추심기능 담보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

어음수표법은 유통성 확보라는 대전제 하에 다른 법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과 복잡한 기술적

구조를 가진다 본 강의는 유가증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 ,

를 중심으로 이들의 발행에서 지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음행위와 수표행위를 학습함으로써

어음 수표의 역할과 관련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고취한다, .

Most business transactions involve the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for money, and

payment usually either by a bank transfer or by negotiable instruments. The negotiable

instrument, including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and checks, is a specialized

written contract for the payment of money. It is intended as a substitute for money and

passes from one person, called the maker or drawer, to another, called the payee or

drawee or acceptor, as money. This course sets out the general rules regarding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and checks.

보험해상법14207095 Insurance & Maritime Law

본 교과목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보험법 보험업. ,

법을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해석하여 개념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의 의의 법적성질 계약체결, , , ,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통보험약관 고지의무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료 보험금액과 보험가, , , , ,

액의 관계 보험자대위 책임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및 해상법과 관련한 법리 등 일반사, , ,

법과 계약법리와 다른 점을 분설한다 나아가 보험계약의 법리해석이 간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포함한 보험계약자가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리

적 방안도 함께 탐구한다 우리의 국제무역환경은 대부분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상. .

업신용장이나 해상유류오염손해 등과 같은 해상운송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법적 해결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상기업의 법적 책임과 해상법상의 특유한 법.

률요건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국내 및 국제 해상운송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

는 이론적 기초를 학습한다 강의진도범위 보험법 보험업법 해상법 및 각종 조약. : , ,※

This course is for understanding the legal theories of insurance contracts based on

insurance law, insurance business law, and their enforcement decrees, and learning how to

resolve any disputes arising from insurance policies and claims. Although insurance

contracts under the insurance law adopt some legal principles of civil law contract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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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law principles should be modified in order to apply to insurance contracts and laws

which have commercial and business features. Thus, the course will cover how civil legal

theories can be applied to commercial legal issues. In addition, the course will look

through some financial and policy issues, such as the relations between global finance

markets and insurance businesses, and discriminatory practic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제금융거래법14207096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s: Law and Regulation

국제금융거래법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비엔나 협약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별도의(CISG)

영역으로 주식회사 은행 증권 보험회사의 주식 및 채권발행뿐만 아니라 이미 발행된 증권· · ·

및 채권에 관한 전매와 관련된 부분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거래법에 대한 이.

해를 위하여 본 교과과정에서는 주식회사의 금융방법 사채 및 주식발행 에 관한 상법상의i) ( )

규제 주식회사의 금융방법으로서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상법상의 규제 보험회사에, ii) , iii)

관한 상법 규정 및 판례 사채 및 증권과 구분되는 개념으로서의 어음 수표에 관한 상법, iv) ·

규정 및 판례 기 발행된 증권 및 채권 전매에 관한 자본시장법 및 외국 주요국의 규제를, v)

법조문 및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explores various official and legal arrangements that govern

international financial flows in the form of loan investment, payments for goods and

services, interest and profit remittances.

국제생명과학법14209097 International Biotechnology Law

본 교과목은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하여 법분야가 어떤 변화를 거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조약 및 관련법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국제 조약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여 실제 국가간 협정 등의 법적

문제와 분쟁이나 협상 등의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특히 출범의 시기가 생. WTO

명공학제품의 상품화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에 제소된 사례 미국 간의 생명공학제품 분쟁WTO ( -EU

등 및 최소한 개국 이상이 얽혀있어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동향분석에도 유용할 것이) 2

라 예측되는 사례 또는 판례 슈마이저 판례 독일 벌꿀 사례 등 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 ) .

The course emphasizes the operation and interpretation of treaties and other legal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discusses legal aspects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ing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settling disputes between the industrialized country

and the developing one.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domestic legislation,

regulation, and practice in the international process is addressed.

생명의료법세미나14209098 Seminar of Biomedical Law

이 교과목은 장기이식 생식의료 유전자 조작 연명치료 중단 등의 생물의학의 진전에 따, , ,

른 법적 문제를 다룬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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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윤리와 인간의 존엄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법적 문제,

에 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This subject covers legal issues such as organ transplantation, reproductive health,

genetic modification,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so on,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biomedical study. That is, a thoughtful study deals with legal

issues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life science and medicine to ensure bioethics,

human dignity and human safety, not violating human dignity or worth of human and

inflicting injuries on human body.

14210099 International Oil&Gas Transaction International Oil&Gas Transaction

대규모 석유회사들은 이미 사내에 대규모의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전문화되고 특화된 전문인

력을 통해 법적 위험성을 줄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석유가스개발 분야의 법률 전문가가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 교과목은 국제에너지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동시.

에 관련 분쟁의 해결 능력을 갖춘 변호사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he focus of the course is on understanding the essential characters of the oil and

gas industry and oil and gas contracts. The course will also analyze the risks of oil

and gas development in the legal context.

상표 디자인소송실무14211100 Trademark and Design Lawsuit Theories∙

상표법은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

여 산업발전과 수요자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양 법,

은 소송실무상 상호간의 법적 문제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법들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상표와 디자인 소송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표 및 디자인 등록요건,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내용 각 권리의 권리침해 유형 각 권리의 민형사상의 법적보호와 그, ,

한계에 대해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한다.

This course analyzes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the lawsuits for protection of

trademarks and designs. Therefore, this course deals with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s

of trademarks or designs and contents of trademark right or design right. This course also

covers what kinds of preventive measures and remedies are available in order to protect

owners of trademarks or designs from the infringement of trademark rights or design rights

and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through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or designs.

사회보장법14212101 Social Security Law

본 교과목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인격권과 생존권 등의 개념과 내용을 토론하고 사,

회보장제도의 의미와 제도를 분석 및 검토하여 관련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로부터 사회보장법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고 나아가 국민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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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문 법조인의 능력을 함양한다 특히 사회보장 중 대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 4

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중점적으로 이론과 판례를 다룬다, , , .

This course deals with legal and social issu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law and

systems which provid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local and central, to

those with disabilities, the elderly, low-income families, and other under-privileged

society members. The class will also discuss other relevant issues of human rights

related to social security assistance in our society in order for students to broaden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for all the members of the society.

조세법특수사례연구14213102 Tax Law Special Case Study

조세는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세법의 내용만으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내부에서의 조세문제가 국제적 조세문.

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자산운영에 따른 과세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본 교과목은. .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적 과세문제 이외의 특수한 과세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학습

한다 본 교과목은 국제조세 분야 자산운영과 과세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분야의 순서. , ,

로 강의를 진행한다 본 교과목은 세법총론 세법각론에 대한 기본적 지식뿐만 아니라 상사. ,

법 등의 선행지식이 필요하다.

The course study in depth for special taxation around us. Tax problems within the

country has developed into an international tax matters. In addition, tax problems

according to a variety of asset management can occur. This course studies a field of

international taxation, asset management tax problems, inheritance and gift taxes.

국제법연습14214103 Case Studies on International Law

강의진도범위 본 강좌는 국제법 및 의 주요 사례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변시 대: WTO ,ㅇ

비 국제법의 주요 분야인 조약법 국가책임법 법의 주요 원칙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 WTO

진행된다.

교과목의 성격 본 강좌는 국제법일반 및 법에서 습득한 국제법 내용을 바탕으로: WTO ,ㅇ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국제법 및 법의 이론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적용되며 해석되는 지를WTO ,

살펴보는 강좌이다.

주요 내용 본 강좌는 국제법 및 법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에 대: WTO ,ㅇ

한 이해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약법 자위권의 정당한 행사 요건 주권면제 국가책임. , , , ,

외교관계법 해양법 등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다룬다, .

This course is the advanced course of international law. This course will review

casus celebris of international law. Major cases of the ICJ will be basic documents for

this course. Special attention would be paid to cases concerning law of treaties, law

of armed conflic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ate immunity,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diplomatic relations and law of the sea. Other judgments from major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like ITLOS, ICC, ITCY, ITCR and important awar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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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rbitration would be reviewed in detail.

공법종합사례연구14204104 Case and Commentary on Public Law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된 법률로서 헌법의 기본가치는 필연적으로 행정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상호관계를 가진다 행정법의 문제는 헌법적 차원에서 유기적 조명이 요청된다 본. .

교과목에서는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에서의 학설의 경향 판례형성의 추이 등을 검,公

토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부적합한 제도적 결함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안책.

을 제시하며 현실 생활에서의 활용능력배양을 목표로 한다, .

In this class, Students study case and commentary on public Law including

administrative law and constitutional law. The fundamental values in constitutional law

is embodied in various administrative laws.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understand

such basic concept in public law. And then students study the legal skills to point out

controversial issues and analyze arguments in administrative law and constitutional law

cases.

민사법종합사례연구14205105 Seminar : Advanced issues in Civil Cases

본 교과목은 민사법 전반에 대한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조사분석하여 소송실무에 적용되는

쟁점을 추출하고 법리전개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연습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

는 민사 법률관계의 기본적 요소인 권리관계변동 물권변동 채권의 발생효력소멸 계약법, , , ,

불법행위법 및 가족법에 대한 기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로부터 민법 전반에 대한.

기본 법리 및 쟁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법률적 사고능력 배양하여 구체적 법률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advanced issues in Korean civil law such as contracts, torts,

property law and family law. The course will review and analyze the general civil law

issues discussed in significant Korean court decisions in order to develop the advanced

knowledge and analytical skills.

형사법종합사례연구14206106 Case Studies in Criminal Law

본 교과목에서는 실체법인 형법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등이 결합되어 있는 종합적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며 이를 통하여 형사 문제에서의 종합적 창의적 해결능력을 배양한, ㆍ

다.

Lawyers frequently encounter cases which are not easy to analyze or to settle. These

cases typically include competing legal disputes regarding the substantive criminal law

and the procedural law.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enhance the problem solving

ability of prospective lawyers when dealing with criminal incidences through

participatory discussions on exemplary cases and major judicial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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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판례연구14207107 Case study of commercial Law

상인의 상행위를 기반으로 한 상사계약의 체결은 자본시장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

아 민사법리와 다른 형태로의 분쟁해결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상법총칙의 기. ①

본이론 상행위법 회사설립과 지배구조 회사의 합병 분할 및 정리 등과 관련한 회사, , , ·② ③

법리 인보험 및 상해보험과 관련한 보험법리 상업어음 신용장 해상운송계약 및 해, , · ,④ ⑤

상유류오염손해와 같은 해상운송 관련 분쟁 등 개별 영역에서 발생한 상사분쟁 관련 원심 항·

소심 및 대법원 판단례들을 분석하고 판단요지와 판단이유에 나타난 판례이론을 학설과의 차

이를 비교하면서 학습한다 상법판례연구는 변호사시험에서의 객관식 사례분석 주관식 쟁점. ,

서술형 및 기록검토의 기초에 해당하므로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This class deals with some problems based on learning courses covering commercial

cases including commercial activities, transaction, merchants and manageable entities.

With this case study of commercial law, students obtain various solutions by analyzing

commercial cases with applying statutory commercial law and binding court rulings.

Students also learn how to resolve commercial dispute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legal theories and praxes. This class offers some commercial and financial cases such

as the relations between legal theories and commercial praxes.

상법종합연습14207108 Integral Studies of Commercial Law

본 강의는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법 등 상법 과목 전반에 걸친 법리적 이해를/ , ,

바탕으로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여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법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강의에서는 문제.

기반형 학습방식 을 채택하여 상법의 중요 쟁점과 관련 있는 판례 및(Problem Based Learning)

가상 사례들을 선별하여 상법의 기본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구체적

분쟁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체계적인 법적 검토를 위한 능력을 함양한다.

Analy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research, and trial skills are critical skills

needed for real-world success. This simulation courses give students these

opportunities to apply principles into practice. To enhance students' practical skills,

this course combines theory with practice on Commercial Law, and introduces students to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evaluating the real cases.

사모투자전문회사법14207109 Private Equity Fund Regulation

본 교과목에서는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의 법적 형태인 사모투자전문회사 의 조직과(PEF)

운영에 관한 법적 지식을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법적 형태로 활용가능. i)

한 상법상의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조합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에 관한 상법 조문· · · ·

및 판례 학습 자본시장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규정 및 판례에 관한 학습을 한다, ii) .

This course uses a mixture of cases, lectures, and guest speakers to study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markets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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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s on how financial, legal, and economic issues are dealt with in the financial

contracts between venture capitalists and their limited partners and between venture

capitalists (or other private equity investors) and the firms in which they invest.

의료형사법14209111 Criminal Law and Medicine

본 교과목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 및 형법 형사소송법 및 의료관련 법률의,

내용을 분석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의 검토와 함께 의료행, ,

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사례를 검토한다.

This course is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potential criminal problems that arise

during medical treatment. The aim of this class is to analyze the legal factors

concerning medicine and bioethics in the Criminal law and in the Special Criminal Law

that impose criminal liability on medical malpractice.

14210112 Mineral Law Mineral Law

이 교과목은 경제와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인 광물자원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 ,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법적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여 관련되는, ,

법적 분쟁의 해결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On completion of this course, students can understand the law relating to miner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and be familiar with the legal regimes on mineral

development. Moreover, they can apply the relevant laws to disputes arising from

miner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14210113 Mutual Fund Regulation Mutual Fund Regulation

뮤추얼펀드는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회사로서 주식발행

을 통해 주주를 모집하고 모집된 투자자산을 자산운용사에 맡겨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다, .

본 교과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뮤추얼펀드에 관한 규정 및 판례를 영어로 학습한다.

This mutual fund regulation class will give students a good background on the issues

facing mutual funds and other asset management regulations. This course will also give

students a moral basis for ethical issues. This class will be devoted to reviewing and

discussing the robust regulatory scheme for mutual funds and other asset management

schemes.

14210114 Law of Global Governance Law of Global Governance

강의진도범위 본 강좌는 세계화의 영향에 따른 국제법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주요 범:ㅇ

위로 한다 세계화와 주권국가 세계화와 국제공동체 세계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등에 대한. , ,

일반적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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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 성격 본 강좌는 주권국가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주체가 공존하는:ㅇ

국제공동체로의 전환에 있어서 국제법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회현상의.

변화가 국제법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국제관계 및 국제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는 강좌이다.

주요 내용 본 강조는 세계화의 국제법 및 국제관계학에 끼친 영향에 대한 분석 국제: ,ㅇ

사회에서 국제공동체로 전환이 주는 의미 세계 시민사회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의 역할은 무,

엇인지에 대한 고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This course is devoted to the understanding of global governance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under the age of globalization. This course offers students with the

new thought on global governance, which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nother name of

international governance. This course deals with the difference between international

governance and global governance, main subjects of global governance like global civil

society, and the movement on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the concept of global governance and its impact

on the role of international law to students. (English Only)

특허소송론14211115 Patent Lawsuit Theories

지적재산권이 현대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평가되고 국제적인 특허소송이 빈번한 오늘날에

지적재산권의 소송실무에 있어서 특허법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실습은 필수적이

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특허법과 관련된 다양한 기본지식으로서 특허의 등록요건 등에. ,

관한 개념을 습득한 후 이와 관련된 주요한 관련 쟁점들을 학습한다 나아가 특허의 출원, . ,

심사 등 특허출원절차와 관련된 이론 및 실무들을 학습하고 각종 판례 등을 참고하여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허심판 심결취소소송 침해소송과 같은 각 분쟁해결절차단, ,

계에 있어서 심판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법적인 이론들을 학습한다.

In these days, patent rights amo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me to be the most

important and valuable assets of corporations. Therefore, it is essential for lawyers

to understand basic theories and practices in patent lawsuits. This course will first

study various basic concepts with respect to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s of patents,

such as novelty, inventive step, etc. From there students will explore detailed issues

relating thereto. In addition to this substantive knowledge, the class will study

procedural aspects of patents, such as applications and examinations. The class will

also cover several theories and practices about patent dispute resolutions, including

patents trials, appeals against trial decisions and infringement lawsuits.

노동법연습14212116 Exercises in Labour Law

노동법의 본질과 개념 및 노동기본권을 관련 법률규정을 통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기준,

법과 노동조합 취업규칙 근로시간 임금 해고 단체교섭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및 쟁의, , , , , , ,

행위 등의 노동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노동법분야의 중요판례.



및 학설의 분석 및 문제해결능력을 법해석에 따른 노동법을 파악하여 현실에서의 각종 시험을

대비하여 노동법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This course covers legal theories and general rules in the area of labor law through

the analysis of major labor law court decisions. The class will also examine policy

issues in legislation and practical issues of labor law including collective

bargaining, mediation, and constitutional rights employees. Finally this course is

designed to enhance students’ analytical skills and capacity in dealing with disputes

in labor law practice.

조세법연습14213117 Tax Law Practice

본 교과목은 조세 전반의 실제 사례와 판례를 조사 분석하여 실무에 적용되는 쟁점사항을

추출하고 법리 전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습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본 교과목은 그동안.

세법총론 세법각론에서 학습한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세법에 관한 법적 판단능력ㆍ

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본 교과목의 강의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 , , ,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주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한다.

This course examines in-depth cases that are related to the General Tax Law and the

Particulars Tax Law. This course promotes to legal judgment skills for tax law. This

course reviews the major Supreme Court Cases in the Basic Law Tax, Income Tax Law,

Corporate Tax, Value Added Tax Act.

국제사법14215118 Private International Law

외국인 외국기업 등과 관련된 소송 또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문제로 인한 소송이 우리,

나라 법원에서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먼저 국제재판관할권 유무를 판단하고 적용할 법을 정, ,

한다 이러한 국제민사 및 상사 소송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규칙과 준거법에 대한 원칙을 규. ,

정한 것이 국제사법이다 이에 본 교과목에서는 국제재판관할권 외국판결승인집행과 관련된. ,

국제민사소송원칙과 준거법 지정 외국법의 적용 등 준거법 확정 원칙을 학습한 후 물권 채, , ,

권 친족법 상속법 상사법 등 개별적인 법률관계에서 어떻게 준거법을 파악하는지를 배우, , ,

고 관련 판례분석과 사례연습을 통해 국제 민사 및 상사 분쟁에 적용되는 관련 준거법을 확, ,

정할 수 있는 법무지식을 습득한다.

When a civil or commercial lawsuit is filed in a Korean court with regard to

foreigners, foreign corporations or foreign-related subject matters, the primary

mission of Korean courts is to determine whether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 and which law is applied to it. This course is to overview legal principles of

the Korean conflict of law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and applicable laws in relation to civil and commercial subject

mat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