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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Department of Law

사무실 : 글로벌캠퍼스 법과대학 행정실 / 수여학위명 : 법학석사, 법학박사

     Office : Global Campus, College of Law #601 / Master of Law, Ph.D in Law

             TEL : 031-750-5243, FAX : 031-750-8622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국가 및 지역사회와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a) 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b) 판례와 실무를 익힘으로써 법률실무 능력을 배양하며, 
(c) 국제화와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Based on the training for legal professionals required by local regions, the nation, 
and human society, our academic goals are the following: 
(a) to study legal theories through basic and major courses, 
(b) to increase capability relating to legal service by studying cases and practice, 
and 
(c) to meet the needs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age.

2. 학위과정 및 연구분야 / Degrees and Field of Study

course Master’s Course Doctorate Course

major
Public Law, Private Law Public Law, Criminal Law, Civil

Law, Commercial Law

field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Criminal Law, Civil Law,
Commercial Law, Law of Estate,
International Law, Basic Study of
Law

Constitutional Law, Administrative
Law, Criminal Law, Civil Law,
Commercial Law

3. 교수현황 / Professors

학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전공분야 공법, 사법 공법, 형사법, 민사법, 상사법

연구분야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상법, 부동산법,
국제법, 노동법, 기초법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상법



4. 학과내규
1) 입학

전형방법 및 배점은 대학원 입학전형시행내규에 따른다.

2) 논문지도

(1) 논문지도교수는 제1차 학기에 원생의 신청에 의해 선정한다.

(2)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3회 이상,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려

면 5회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의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려면 7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3) 학점이수

(1) 수료학점으로서 취득해야 할 최저학점은 석사과정은 24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석·박사 통합과정은 54학점으로 한다.

(2) 이수학점 중 석사과정은 12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0학점 이상을 전공과

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직 급 성 명(한자) 학 위) 전공 분야 E-Mail

명예 교수 손진화(孫晉華) 법학박사(고려대학교) 상사법 profsjh@gachon.ac.kr

교 수 이재삼(李載參) 법학박사(단국대학교) 행정법 pass@gachon.ac.kr

교 수 서완석(徐琓錫)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상사법 wans000@gachon.ac.kr

교 수 최경진(崔景津)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민사법 kjchoi@gachon.ac.kr

부 교 수 박선욱(朴璿旭) 법학박사
(SJD, University of Wisconsin) 국제법 spark@gachon.ac.kr

부 교 수 박진우(朴眞佑) 법학박사(서울대학교) 헌법 v2203@gachon.ac.kr

부 교 수 안준홍(安埈弘)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기초법 jhahn@gachon.ac.kr

부 교 수 이근우(李根雨) 법학박사(고려대학교) 형사법 gnulee@gachon.ac.kr

부 교 수 이건호(李建鎬)
법학석사(서울대학교),
변호사

세법 arforc84@gachon.ac.kr

부 교 수 이철기(李哲耆)
법학사(서울대학교),
변호사

사법학 cklee@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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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수과목

(1) 유사 전공 및 타 전공 입학자는 24학점 이내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 선수과목은 학과 내구에 의해 지도교수가 선정하고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3) 선수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의 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

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하

지 않는다.

(4) 선수과목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자는 본교 법학전공 학사학위과정 과목 중에서,

박사학위과정 입학자는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과정 과목 중에서 선정한다.

5) 종합시험 과목

6) 학위청구논문 제출절차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교수

는 다수의 연구자 참여한 가운데 논문연구계획서를 공개발표하게 할 수 있

다.

(2)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청구논문제출 3개월 전까지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7) 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논문은 논문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술지에 공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교과목 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 석사과정

<공통과목>

00158 법제사연구 (Legal History)

법의 생성과 발달과정, 각국 기본법제의 내용과 변화의 추세를 탐구한다.

과 정 시 험 과 목 비 고

석사과정 수강한 전공과목 중에서 택 3 총 3과목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수강한 전공과목 중에서 택 4 총 4과목



This course offers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history of law.

06395 법철학연구 (Legal Philosophy)

법의 근본원리와 가치를 탐구하는 동시에 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념과 법이 인간을 구속하

는 힘의 원리 등에 대한 이론적․철학적 근거에 대하여 연구한다.

Legal philosophy is the subject that deals with such fundamental issues of law.

This course will examine the concept of law and the ideas of law.

06396 법사회학연구 (Legal Sociology)

법규범의 생성과 발전, 현재와 과거의 법현상을 사회학적 방법으로 연구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cultivating analytical insight on legal disputes as a social

phenomena.

<헌법 과목>

05128 헌법총론연구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한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study of the basic principles in constitutional law.

00171 비교헌법연구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헌법을 부문별로 비교연구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며 우리나라

헌법해석 및 입법에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This course i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Continental

law system and Anglo-American law system.

06397 헌법판례연구 (Cases Study on Constitutional Law)

헌법에 관한 판례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한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This course aims at an advanced study of the basic cases in constitutional law.

06398 기본권론연구 (Theory of Individual Rights)

기본권의 발전․성격․효력 및 그 제한과 보장, 그리고 개별 기본권의 성립과 발전에 대하여 연

구한다.

This course explores the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surveys topics

on individual rights.

00180 통치구조론연구 (Power of Constitutional Organs)

헌법상 통치 구조의 근거와 그 운용의 실태, 그리고 금후의 과제를 연구한다.

This course studies the system and the examples of governa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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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9 헌법재판론연구 (Study on Constitutional Court System)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재판과 관련된 헌법소송법과 그 이론에 관하여 연구한다.

This course is an advanced study of basic issues and principles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행정법 과목>

00182 행정법총론연구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일반이론으로서 행정의 의미, 행정행위, 행정상의 강제 등을 연구한다.

A Study on Meaning of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Action, Compulsion of

Administration According to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06399 행정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에 관한 판례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한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Analysis and Review of Precedent for Administrative Law Cultivate Ability to

Solve of Specific Case.

06400 행정조직법연구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행정주체인 행정관청, 공공단체, 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A Research on Administrative Office, Public Organization and Public Official

System as Administrative Subject.

00183 행정작용법연구 (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각종 행정작용법으로서 질서행정법, 급부행정법, 규제행정법, 공용부담법, 재무행정법과 군사행

정법을 연구한다.

A Research on Order Administrative Law, Social Benefic Administrative Law,

Regulation Administrative Law, Public Liability Act, Financial Administrative

Law, and military Administrative Law According to various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00181 행정구제법연구 (Administrative Remedies)

행정구제에 관하여 행정상의 손해전보와 행정상쟁송을 연구한다.

A Study on  Administrative on the Complement Damage and Administrative

Lawsuit for Administrative Remedies.



06401 경찰행정법연구 (Administrative Law of Police)

경찰행정법과 관련된 특수한 주제를 심도있게 연구한다.

A Study on Special Subject in depth related to Police Administrative Law.

06402 규제행정법연구 (Administrative Law of Regulation)

규제행정법과 관련된 특수한 주제를 심도있게 연구한다.

A Study on Special Subject in depth related to Regulation Administrative Law.

06403 행정절차법연구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행정절차에 관한 법원리 및 이론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실제적 운용현황을 고찰한다.

A Study on Principle of Law and Theory for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A

Review Actual Management Status.

06404 경제행정법연구 (Economic Administrative Law)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경제활동을 심도있게 연구한다.

A Study on National Economic Activity that effect National Economic Life.

06405 지방자치법연구 (Local Government Act)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연구한다.

A Study on Fundamental Law for Local Self-Government, Law for Type and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06406 공무원법연구 (Law of Public Officials)

공무원에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A Study on Fundamental Standard of Personnel Administration Concretely to

apply for Public Official.

06407 군사행정법연구 (Army Administrative Law)

군인의 업무에 관련된 법령과 군시설 관리 및 군의 비상대비 관계법을 연구한다.

A Research on Ordinance, Facilities of Army Management, and Emergency

Preparedness Relevant Act related to Army Duty.

06408 사회보장행정법연구 (Administrative Law of Social Security)

사회보장행정법과 관련된 특수한 주제를 심도있게 연구한다.

A Study on Special Subject in depth related to Administrative Law of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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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06409 환경법연구 (Research in Environmental Law)

국민의 보건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공해 및 생활공간에 대한 규제를 연구한다.

A Study on Pollution and Regulation of Living Space for Public Health and

Pleasant Life.

<형법 과목>

06427 형법일반이론연구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형사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형법을 거시적인 면에서 연구하며, 외국

형법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해석 및 입법에 참조한다.

Study of the general constitutional-principles and basic theory of criminal law

systematically.

00172 비교형법연구 (Comparative Criminal Law)

외국의 형법체계와 판례의 경향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나라 형법의 해석과 입법 정책의 방향을

모색한다.

Study and comparison of the system of criminal law, theories and cases of other

countries.

00188 형사판례연구 (Cases on Criminal Law)

형사에 관한 판례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이유를 분석하여 평석함으로써

판례의 문제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해석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Review of the cases of supreme court on criminal law and compare them with

theories and foreign cases critically, and suggest a guide to cases in advance.

06428 구성요건론연구 (Theory of Legal Elements of Offences)

범죄성립구성을 심도있게 분석ㆍ연구한다.

Study of the development of offence definition, the role of offence as the first

element of crime, and its relations with illegality and culpability.

06429 책임론연구 (Theory of Culpability)

형사책임론을 심도있게 분석ㆍ연구한다.

Investigation of every theory about the essence and grounds of criminal

culpability, and try to establish the culpability and its principles.



06430 미수범론연구 (Theory of Attempts)

미수와 기수의 성립여부에 관한 제반 학설과 판례를 분석하고 연구한다.

Investigation of every theory about the essence and elements of attempt and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preparatory and attempt and bear in mind

that a person may be found guilty even if committing the offence attempted is

impossible.

06431 공범론연구 (Theory of Participation of Offences)

공범론 전반에 걸친 이론과 판례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연구한다.

Investigation of the classification between principal offense and complicity

according to each theory, and study the problems of joint principal offender,

innocent agency, abetter and accessory.

06432 형벌론연구 (Theory of Criminal Sanction)

형벌의 본질, 형벌권의 한계와 과제 등을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Study of the essence of punishment and the justification & limits of penalty

authority theoretically.

06433 범죄론연구 (Theory of Criminality)

범죄의 성립요소인 구성요건, 위법성 및 책임에 관한 형법이론을 심도있게 연구한다.

Study of the reasons and phenomena of crimes scientifically and positively by

criminal physiology, psychology, sociology and statistics etc.

00186 형사소송법연구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의 일반적 구조와 지도 원리를 연구하는 동시에 형사소송법 규범의 해석 지침을 모색

한다.

Study of the general constitutional-theory and basic theory of criminal procedure

code systematically.

00187 형사정책연구 (Criminal Politics)

우리나라 형사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주요 범죄현상을 선정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대

안을 제시한다.

Study of each themes about special topics in criminal politics.

06434 피해자학연구 (Victimology)

형사사법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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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the prevention of crime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based on analyzing

the special properties of criminal victims and the legal position of victims in the

systems of the whole criminal law in terms of the theory of criminal law.

06435 수사법연구 (Criminal Investigation Law)

수사과정의 법원리와 수사기관의 수사구조를 심도있게 탐구한다.

Study of the substantial discovery of truth, the protection of a suspect's human

right, and the kinds and limit of compulsory disposition from start to end of

criminal investigation.

<민법 과목>

00166 민법일반이론연구 (General Theory of Civil Law)

민사법의 지도원리와 그 현대적 변모과정 및 적용을 고찰함과 동시에 현재 및 장래의 과제를 연

구한다.

Study current and future issue of civil law,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and

modernization.

00167 민사판례연구 (Cases on Civil Law)

민법 전반에 걸친 중요한 판례를 그 사실관계와 판결이유를 통해 살피고 평석함으로써, 민법의

해석 방법을 익히고 그 문제점과 장래의 과제를 분석한다.

Look into important cases through civil law and criticize them, and study how to

interpret concrete provisions of civil law.

00170 비교민법연구 (Comparative Civil Law)

독일․프랑스․영국․미국․일본 등 외국의 민법규정 및 판례의 흐름을 연구하여 우리 민법의

해석 방법과 비교하며, 해석 방법의 차이를 있게 하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연구한다.

Research foreign civil laws including Germany, France, U,K., U.S.A., Japan, etc.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analysis of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06410 가사판례연구 (Cases on Family Law)

친족상속법에 대한 판례를 그 사실관계와 판결이유룰 통해 살피고 평석함으로써, 민법의 해석

방법을 익히고 그 문제점과 장래의 과제를 분석한다.

Look into important family law cases and criticize them, and study how to

interpret family law provisions.

06411 용익물권법연구 (Usufructuary Rights)

물권변동과 등기제도 등의 일반 이론과 소유권, 점유권, 용익권 등 구체적 권리를 중심으로 물



건의 지배와 이용 관계를 연구한다.

Study control of thing as the object of real right, general theory of real rights

including ownership, right to possession, usufructuary rights, and registration

system.

06412 담보물권법연구 (Security Law)

질권, 유치권, 저당권 등 전형 담보물권과 양도담보 등 비전형담보물권을 연구한다.

Study typical and non-typical security rights. Typical security rights include lien,

right of pledge, mortgage, etc. One of non-typical security rights is fiduciary title

transfer or floating charges.

06413 물권법특수문제연구 (Specific Problems Related to Real Property Law)

물권법과 관련된 특수한 사회문제를 연구한다.

Research specific problems related to real property law.

00178 채권총론연구 (General Theory of Obligations)

채권일반에 관한 고찰로서 채권의 성립과 효력, 내용 및 소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

도 및 채무인수를 연구한다.

Study general theory of obligations, such as formation of creditor’s rights, effect

of obligations, multiple parties’ relationship, assignment of obligations, succession

of obligations.

00177 채권각론연구 (Special Theory of Obligations)

채권의 각론적 고찰로서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사무관리,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에 관하여 연

구한다.

Study detailed theory of obligations law, such as formation or effect of contract,

revocation of contract, quasi-contract, and torts.

06414 채권법특수문제연구 (Specific Problems Related to Obligations)

채권법과 관련된 특수한 사회문제를 연구한다.

Research special problems related to obligations.

06415 친족법연구 (Family Law)

혼인․이혼․친자관계 등 친족법에 관한 내용을 테마별로 연구하되, 판례의 이해와 평석을 통해

법원에 의한 법 해석의 방향을 연구한다.

Research family law, such as marriage, divorce, family relationship, etc.

06416 상속법연구 (Success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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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증 등 상속법에 관한 내용을 테마별로 연구하되, 판례의 이해와 평석을 통해 법원에 의

한 법 해석의 방향을 연구한다.

Research succession law, such as succession, testation, etc.

06417 파산법연구 (Bankruptcy Law)

파산에 관한 이론 및 실무를 연구한다.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of bankruptcy law.

06418 지적재산권법연구 (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권·실용신안권·상품권·의장권·저작권 등에 관한 이론을 연구한다.

Study patent, copyright, trademark, etc.

<상법 과목>

06419 상법일반이론연구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상법의 이념 및 일반원칙과 기업의 주체, 물적 설비, 공시, 이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An introductory study of the ideal and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and

the subject, organization, disclosure, and transfer of business enterprises.

06420 비교상법연구 (Comparative Commercial Law)

상사에 관한 외국법제 및 판례의 흐름을 연구하여 우리 상법과 비교하며, 외국 법제도의 문화

적․사회적 배경을 연구한다.

A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legal systems and those of our commercial law,

and a survey of the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of foreign legal systems.

00174 상사판례연구 (Cases on Commercial Law)

상법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연구․분석함으로써 법해석과 적용의 실제와 경향을 익히며 외국의

판례와 비교한다.

A survey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mmercial law through the

study and analysis of principal case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06421 상행위법연구 (Commercial Transactions)

상행위법의 특색, 상법상의 각종 상행위와 특수 상행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A study of the character of the law of commercial transactions, various

commercial activities regulated by the Commercial Code.



00189 회사법연구 (Law of Corporations)

회사법의 기초 이론과 회사의 조직 및 운영, 재정, 합병과 분할, 청산 등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

로 연구한다.

A study of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corporations, and an examination of the

organ and operation, finance, merger and split of corporations.

00175 유가증권법연구 (Law of Negotiable Instruments)

어음, 수표에 관한 기초 이론과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연구한다.

A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and issues relating to bill of exchange, promissory

note, check, and other negotiable instruments.

06422 보험법연구 (Insurance Law)

보험계약 일반과 인보험 및 손해보험에 관한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A study of insurance contract and the legal problems on the various personal

insurance and property insurance.

06423 해상법연구 (Admiralty Law)

해상기업의 조직, 활동, 금융과 위험에 관한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A study of the organization, activities, finance and risk of maritime enterprises.

06557 자본시장법연구 (Capital Market Law)

자본시장법 상의 법 규범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

A study of legal problems relating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f 2007.

00160 경제법연구 (Law and Economics)

독점금지․공정거래․가격통제 등 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제도에 관

하여 연구한다.

A study of antitrust, fair trading, price control, etc. relating to law and

economics.

00163 국제거래법연구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거래결제, 국제금융거래, 국제운송․보험계약 기타 국제거래에 관한 법

규와 조약을 연구한다.

A study of the legal problems of contract of sales, payment and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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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transactions, transportation and insurance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de.

06424 전자상거래법연구 (Law of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체결, 이행, 지급, 이용자보호와 전자상거래정책에 관한 법률문제

를 연구한다.

A study of the contract, payment, protection of users, and policy in electronic

commerce.

08793 소비자보호법연구 (Law of Consumer Protection)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규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의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An examination of the legal problems relating to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other statutes for consumer protection.

08794 법인세법연구 (Corporate Tax Law)

법인세에 관한 법률문제를 연구·분석하고 판례를 연구한다.

An examination of the legal issues and principal cases of corporate tax.

<부동산법 과목>

06436 부동산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Private Law of Estate)

권리주체, 권리객체, 법률행위 등 부동산사법의 일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A Research on General Legal Matters of Private Law of Estate, Which Included

Subject of Rights, Object of Rights, and Legal Act.

06437 부동산공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Public Law of Estate)

부동산에 대한 공공성과 공법적 체계를 전반적으로 연구·검토한다.

A Study on Public Character and Method of Public Law.

06438 부동산용익물권법연구 (Usufructuary Rights of Estate)

부동산용익물권에 관한 일반 이론과 소유권, 점유권, 용익권 등 부동산용익물권의 법률관계를

연구한다.

A Research on Legal Relation of Usufructuary Rights of Estate, Which Included

Proprietary Rights, Possessory Rights, and Usufructuary Rights with General

Theory for Usufructuary Rights of Estate.



06439 부동산담보물권법연구 (Security Law of Estate)

부동산담보물권에 관한 일반이론, 저당권 등 전형 담보물권과 양도담보 등 비전형담보물권을 연

구한다.

A Research on General Theory and Mortgage of Typical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of Untypical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for Security Law of Estate.

06444 부동산공시․경매론연구 (Public Announcement & Auction of Estate)

부동산에 대한 권리변동과 경매에 관한 이론체계와 실무를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A Study on Alteration of a Right for Real Estate and Theory Structure and

Actual Business for Auction.

06441 토지행정법연구 (Administrative Law of Land)

토지에 대한 행정법적 조직․작용․구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한다.

A Research on Organization, Action, and Aid of Administrative Law for Land.

06442 부동산보상법연구(Compensative Law of Estate)

부동산에 관련 공법상 손실보상의 법체계를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A Study on Legal System of Compensation for Loss related to Real Estate.

06443 부동산세법연구 (Tax Law of Estate)

부동산에 대한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각종세제를 연구한다.

A research on various Tax Systems related to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for Real Estate.

06445 부동산정책론연구 (Policy of Estate)

부동산에 대한 정책의 입안․결정․집행 평가의 과정을 현재를 비교․검토하고 미래를 전망한

다.

Comparison and Review the present and prospect the future of Process of Plan,

Decision, Execution, and Evaluation for Policy of Real Estate.

06446 부동산개발론연구 (Development of Estate)

부동산의 개발 수요에 대한 공급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A Research on Whole Process of Supply for Demand on Development of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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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06447 부동산중개론연구 (Theory of Brokerage of Estate)

부동산중개에 관한 일반이론과 실무의 연계성을 연구·검토한다.

A study on General Theory and Connectivity of Actual Business for Real Estate

Brokerage.

06448 부동산금융론연구 (Finance of Estate)

부동산개발에 따른 자금에 대한 금융체계를 연구한다.

A Research on Financial System for Fund According to Real Estate Development.

06449 부동산투자론연구 (Investment of Estate)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연구한다.

A Study on Sound Investment Activation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for

Real Estate.

06450 부동산감정평가론연구 (Appraisal of Estate)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A Research on Theory and Reality for Evaluation on Economic Value and Indicate

Value of Real Estate.

<국제법 과목>

06451 국제법일반이론연구 (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법적 성질, 연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의 주체 등 일반이론에 관해 고찰한

다.

Topics covered are the nature, origin, and basis of international law, territorial

jurisdiction, law of the sea and outer space,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

and law of treaties. 

06452 국제경제법연구 (International Economic Law)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계약법의 일반원리를 고찰하고, 섭외적 관계가 형성되는 기업의 조직과 운

영 투자 분쟁해결 등에 관한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GATT/WTO Legal system, IMF,

IBRD and some legal problem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06453 국제법판례연구 (Cases Study on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의 판결례를 연구 검토 비판한다.

This course analyses an up-close, in-depth, and detailed examination of a

meaningful cases, as well as its related contextual conditions.

06454 국제분쟁해결방법연구 (Study on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사법적 제도, 집단안전보장과 국제연합의 강제조치 등을 고찰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Topics are state

responsibility and international claim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e

United Nations, and law of war and neutrality.

06455 국제법연습연구 (Practice in International Law)

국가간에 발생하는 실제사건 중에서 중요한 것, 즉 중재재판소 및 사법재판소의 판결례, 국제연

학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되었던 중요사건 등을 연구한다.

This course contains summaries and analyses of decisions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urts and arbitral or other tribunals, and of contemporary practice

in international law.

06456 국제조직법연구(Law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각종 국제기구 특히 국제연맹과 국제연합, 유럽공동체 등의 조직․운영 등을 헌장 및 부속규약

을 통하여 연구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structure, activities and relevant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addition to that, international

organizational law analyzes some topics of international law developed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 WTO and etc.

06457 국제인권법연구(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보편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여러 절차와 조직에 관하

여 고찰한다.

This course provides an overview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its

enforcement mechanisms. It also examines the activities of National Human

Rights Associations, as well as the decisions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to

actively engage in the actual practice and enforcement of domestic Human

Rights. 

06458 국가관할권연구(The Limits of Stat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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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입법 및 집행관할권의 가능한 한계와 범위를 검토한다.

This course reviews limits of jurisdiction, the practical authority to interpret and

apply the law or to govern and legislate.

06459 국제조약법연구(Law of Treaties)

조약의 체결, 소멸, 효력 등을 연구한다.

This course examines conclusion and effect of treaties.

<노동법 과목>

06460 노동법일반이론연구 (General Theory of Labor Law)

노동 정책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과 근로관계에 관한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on labor policy and general

principles of labor relations.

06461 노동행위론연구 (Theory of Labor Acts)

노동행위에 관한 원리와 이론에 관하여 연구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principles and theories of various labor acts.

06462 노동단체법연구 (Labor Union Law)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원리와 이론을 연구한다.

This course examines the principles and theories of labor union.

06463 노동쟁의조정법연구(Labor Dispute Law)

노동쟁의에 관한 조정제도와 관련된 이론을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ories on labor dispute mediation.

<기초법 과목>

06464 영미법연구 (Study on Englo-American Law)

영미법의 형성․변천․발전과정 및 내용을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content of Englo-American

Law

06465 대륙법연구 (Study on Continental Law)

대륙법의 형성․변천․발전과정 및 내용을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formation, development and contents of continental

law.



06466 북한법연구 (Study on North-Korean Law)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북한법의 내용과 주제를 심도있게 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topics and contents of North-Korean law.

06467 중국법연구 (Study on Chinese Law)

중국의 법제도 특징을 탐구하고 국내법과 차이점을 비교․연구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law.

06468 일본법연구 (Study on Japanese Law)

일본국의 법제도 특징을 탐구하고 국내법과의 차이점을 도출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legal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Japanese law.

▶ 박사과정

<헌법 과목>

02240 헌법재판론세미나 (Seminar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헌법재판에 관한 일반이론과 법률을 연구한다. 각 헌법재판의 종류에 따른 문제점을 찾고 개선

책 등을 찾는다.

This seminar studies the basic principle and statute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course seeks for the solutions to the problem of constitutional trial.

02250 공법일반이론세미나 (Seminar on General Theory of Public Law)

헌법 및 행정법을 관통하는 공법일반이론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고 그것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연구한다.

This seminar studies the general principle of public law and studies how this is

applied in the court.

05130 헌법총론세미나 (Seminar on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세미나를 통하여

고찰한다.

This seminar is an advanced study of the basic principles in constitutional law.

02251 기본권일반이론세미나 (Seminar on General Theory of Human Rights)

개별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일반이론을 구체적인 사건과 개별기본권에 연계시키는

것을 연구하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살펴본다.

This seminar is an advanced study of the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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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2 개별기본권론세미나 (Seminar on Individual Human Rights)

개별기본권의 이론이 실제 헌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세미나를 통하여 고찰한다.

This seminar surveys topics on individual rights and studies how it is realized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02253 통치구조론세미나 (Seminar on Power of Constitutional Organs)

통치구조에 관한 일반이론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일반이론이 실제 헌정에서 어떻

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연구한다.

This seminar surveys the general principles on the governmental structure and

studies how it is realized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02254 헌법판례Ⅰ세미나 (Seminar on CaseⅠon Constitutional Law)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살펴보되, 여기서는 개별기본권에 따른 결정례를 주로 연구하고, 특히

개별 기본권에 대한 결정계의 경향을 탐구한다.

This seminar surveys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tudies the

decisions on the individual human rights.

02255 헌법판례Ⅱ세미나 (Seminar on CaseⅡon Constitutional Law)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연구하되, 주로 헌법이론이 구체적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This seminar surveys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tudies how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applied to the definite cases.

02256 비교헌법세미나 (Seminar on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우리 헌법에 영향을 미친 각국의 헌법을 찾아보고 비교, 검토하여 개선할 부분이 없는가를 연구

한다.

This seminar is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world.

<행정법 과목>

02257 경찰행정법세미나 (Polizeirecht)

행정작용법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부분에 해당하는 경찰행정법의 이론과 실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한다.

A Study on Theory and Reality of Police Administrative Law that is the most

important part among Law of Administrative Action.



02258 복리행정법세미나 (Seminar on Social Welfare Law)

현대국가가 점점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복리행정법의 구체적

내용과 새로이 요구되는 복리행정의 분야 등을 연구한다.

A Study on Specific content of Welfare Administrative Law and newly required

Welfare Administration Field according to Modern country have been progressed

to be Nation of Society and Welfare State.

02259 국가배상법세미나 (Seminar on State Tort Claims Law)

행정상 손실보상이론과 손해배상이론의 융화현상을 전제하면서,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를 살펴

본다. 특히 대형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배상책임이 논의되는 이유를 고찰한다.

With Premise Harmony phenomenon of Administrative Reparation for Damage

Theor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Theory, A Study on Application Scope of

the State Tort Claims Law. Especially Research the Reason that is discussed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as often as great tragedy occur.

02260 행정쟁송법세미나 (Seminar on Trial Practice: Public Law)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고찰하되,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연구한다.

A Study on Remedy after looking for problems along with Comparing and

Considering Contents of Administrative Trial Act and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02261 지방자치법세미나 (Seminar on Local Government Law)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제기된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는다. 그리고 개선책은 무엇인가를

연구한다.

A Research on raised Institutional Problems after Local Government

Implementation. Then a Study on what the Remedy is.

02262 공법판례세미나 (Seminar on Case on Public Law)

행정쟁송법상 제기된 중요한 판례를 찾아 분석하고, 그 판례가 행정법이론에 미친 영향을 검토

한다.

A Research on raised important Precedent of Administrative Remedies,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Precedent on Administrative Law Theory.

02263 지적재산권법세미나 (Seminar on Intellectual Property & Patent Law)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소유권 등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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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A Study on Contents and Problems of Industrial Property Right such as Pat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uch as Copyright and A Research on the

Remedy.

02264 환경법세미나 (Seminar on Environmental Law & Policy)

환경법의 내용과 환경정책이 지향해 나아갈 방향 등을 연구한다.

A Study on Contents of Environment Law and Direction of Environment Policy.

02265 토지공법세미나 (Seminar on Public Law of Land)

그 동안 시행된 토지공법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많은 토지공법상의 제도가 실패한 이유와

원인을 찾으며, 그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한다.

A Study on Contents related to enforced Land Public Law in the meanwhile, A

Finding reason and Cause of failed System of Land Public Law, A research on the

Remedy.

<형사법 과목>

02280 형법일반이론세미나 (Seminar on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형법의 기본원칙과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최근 학설동향을 파악하여 형법전반에 대한 일반적 이

해를 도모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the grounds, kinds and legal limits of disciplinary

measures.

02281 구성요건론세미나 (Seminar on Theory of Legal Elements of Offences)

범죄체계론에서 범죄구성요건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성립요건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general concepts and history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as

a core principle of modern criminal law, and reconsider contemporary meanings of

it.

02282 책임론세미나 (Seminar on Theory of Culpability)

범죄체계론에서 유책성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책임론과 다른 범죄성립요건과의 관계를 연구한

다.

This course will study every theory about the essence and grounds of criminal

culpability, and try to establish the culpability and its principles.



02283 미수범론세미나 (Seminar on  Theory of Attempts)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등의 성립요건과 이에 관한 이론을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every theory about the essence and elements of attempt

and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being preparatory and attempt and bear in

mind that a person may be found guilty even if committing the offence attempted

is impossible.

02284 공범론세미나 (Seminar on Theory of Participation of Offences)

공범과 정범의 본질을 살피고, 공범의 형태와 성립요건에 관한 이론을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the classification between principal offense and complicity

according to each theory, and study the problems of joint principal offender,

innocent agency, abetter and accessory.

02243 형벌론세미나 (Seminar on Theory of Criminal Sanction)

형벌과 보안처분 등 형사제재의 본질과 목적, 내용,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the essence of punishment and the justification & limits of

penalty authority theoretically and the grounds, kinds and legal limits of

disciplinary measures.

02285 형법사세미나 (Seminar on History of  Criminal Law)

형법과 형벌제도 등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history of Criminal Law.

02286 범죄사회학세미나 (Seminar on Criminal Sociology)

범죄원인과 실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범죄사회학적 이론을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Criminal Sociology.

02287 형사정책세미나 (Seminar on Criminal Policy)

범죄예방과 범죄대책에 관한 형사정책분야를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seek to find the directions of reform in all areas of criminal law

system by analyzing and estimating the substantial capacity of criminal law to

control society and the social & historical changes in control strategy

scientifically.

02288 비교형법세미나 (Seminar on Comparative Criminal Law)

각국의 형법 및 형사사법제도의 구성원리와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입법론적인 연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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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urse will study and compare the system of criminal law, theories and

cases of germany, japan and korea.

02289 형사소송법세미나 (Seminar on Criminal Procedure)

형사절차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the general constitutional-theory and basic theory of

criminal procedure code systematically.

02290 형사판례세미나 (Seminar on Criminal Cases)

국내외의 중요한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판례 평석과 함께 이에 적용된 학설들을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review the cases of supreme court on criminal law and compare

them with theories and foreign cases critically, and suggest a guide to cases in

advance.

02291 소년형법세미나 (Seminar on Juvenile Delinquency and Law)

소년범죄와 소년법 및 소년사법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the specialities of juvenile crimes, the form and function of

criminal law system fit for them, the practice of juvenile criminal law and its

legal limits etc.

02292 형사특별법세미나 (Seminar on Special Criminal Law)

일반형법과 특별형법과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에 관한 입법론적, 형법 이론적 문제를 연구한다.

This course will study Special Criminal Law.

<민사법 과목>

02293 민법일반이론세미나 (Seminar on General Theory of Civil Law)

소멸시효제도, 행위능력제도 및 표현대리제도 등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일반 이론을 정리함과 동

시에 비교법적인 연구와 판례 평석 및 입법론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Research and debate on general theory of civil law, such as extinctive

prescription, legal capacity, agent by way of comparative analysis, case study,

legislative study.

02294 소유권론세미나 (Seminar on Rights of Ownership)

소유권 중 명의신탁, 선의취득과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중심으로 그 연혁적, 이론적 및 판례분석

을 병행한다.

Research and debate on historical, theoretical and case analysis of ownership,

focusing on title trust of real property, bona fide purchase, acquisitive



prescription.

02295 용익물권법세미나 (Seminar on Theory of Easement, Superficies and Tenancy)

지상권과 임차권과의 관계,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과의 관계 등

용익물권과 다른 제도와의 법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심층 토의한다.

Indepth study usufructuary rights. such as easement, superficies and tenancy

02296 담보물권법세미나 (Seminar on Real Rights of Mortgage)

저당권과 가등기담보법을 중심으로 담보물권법의 판례와 이론을 연구한다. 특히 매우 낙후된 저

당권의 입법론적 고찰을 위해 해외 담보제도를 심층 연구한다.

Indepth study lien, right of pledge, mortgage, fiduciary title transfer or floating

charges with foreign legal study of real rights of mortage.

02297 계약법일반이론세미나 (Seminar on General Theory of Law of Contract)

새로이 등장한 약관이론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론을 독일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하여는 판례를 중심으로 토론한다.

Indepth study adhesive contract theory, culpa in contrahendo(fault in conclusion

of contract), cancellation of contract.

02298 계약법특수이론세미나 (Seminar on Specific Theory of Law of Contract)

매매계약은 매도담보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임대차계약, 위임계약등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에

관하여 판례와 이론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한 후 입법론을 제시한다.

Indepth study concrete contracts, such as sales, lease, delegation, travel contract

etc.

02299 불법행위론세미나 (Seminar on Torts)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이론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평석하고 토론한다. 비교법적인 고

찰을 병행한다.

Indepth study general theory of torts and related Supreme court cases.

02300 사무관리/부당이득론세미나 (Seminar on Theory of Unjust Enrichment)

부당이득론에 관한 다양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토론한다. 그리고 부당이득과 관련

된 민법총칙, 물권법과의 관계를 함께 고찰한다.

Indepth study and debate on theory of unjist enrichment and quasi-contract.

02301 친족법세미나 (Seminar on Family Law)

친족법의 법이론과 더불어 법사회학적 고찰 및 판례이론을 입체적으로 고찰하면서 국민들의 가

족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와 그 역사적인 원인을 연구함으로써 가족법의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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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찾는다. 이 분야는 특히 입법론이 필요하므로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을 전개한다.

Indepth study and debate on family law, such as marriage, divorce, family

relationship, etc. Specially try historical approach to family law which gives effect

to our modern family law.

02302 상속법세미나 (Seminar on Inheritance Law)

상속법은 판례가 많지 않고 연구가 미진한 분야이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상속법

과 법현상을 파악하고, 판례의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학설을 검토한다.

Indepth study and debate on succession law, such as succession, testation, etc.

02303 민사소송법세미나Ⅰ (Seminar on Civil Procedure Ⅰ)

민사소송법 일반과 소송법률관계의 주체 및 제1심 소송절차를 연구한다.

Research general civil procedure law.

05131 민사소송법세미나Ⅱ (Seminar on Civil Procedure Ⅱ)

증거법, 상소심절차, 재심절차, 간이소송절차 및 공시최고절차를 연구한다.

Research evidence petition, appeal, re-trial, fast action and public notice.

05132 민사집행법세미나 (Seminar on Civil Execution)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연구

한다.

Research compulsory execution, public auction, preservative measure process.

05133 민사소송법 사례연구 세미나 (Seminar on Cases on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 관련 사례를 연구한다.

Indepth study law and cases on civil procedure.

02304 민사판례세미나 (Seminar on Cases on Civil Law)

민법총칙에서부터 상속법에 이르는 대법원 판결을 이론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교법

적인 고찰을 병행하여 입법론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층토론한다.

Indepth study and debate on supreme court cases related with civil law from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through law of succession.

<상사법 과목>

02266 상법일반이론세미나 (Seminar on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상법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An introductory study of the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02267 상법총칙세미나 (Seminar on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상법의 이념과 특성, 기업의 주체, 기업의 인적·물적 시설, 기업의 공시, 기업의 양도 등에 대한

일반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A survey of the ideal and character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subject,

organization, disclosure, and transfer of business enterprises.

02268 상행위법세미나 (Seminar on Law of Commercial Transaction)

기업거래의 일반이론과 특정 종류의 기업거래에 대한 일반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A study of the general theories of commercial transactions, and the principles of

special commercial activities.

02269 회사법세미나 (Seminar on Law of Corporations)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사의 설립, 자본적 기구, 경영기구, 계산 기구, 해산과 청산 등에 대한

일반 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A study of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corporations, and an examination of the

formation, capital structure, administrative organ, account, etc. of business

corporations.

02271 유가증권법세미나 (Seminar on Law of Negotiable Instruments)

어음·수표 기타의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Seminar on a study of the general theories of bill of exchange, promissory note,

check and other negotiable instruments.

02272 보험법세미나 (Seminar on Law of Insurance)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보험에 대한 일반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A study of the general theories relating to insurance contract

02273 해상법세미나 (Seminar on Law of Admiralty)

해상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일반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A study of the general theories relating to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maritime enterprises.

06958 상사판례세미나 (Seminar on Commercial Law Cases)

상사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연구․분석함으로써 법해석 및 적용의 실제와 경향을 익혀 실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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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능력을 기른다.

A survey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mmercial law through the

study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02276 국제거래법세미나 (Seminar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거래에 관한 각종의 법규범을 연구한다.

A study of the legal problem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de.

02277 경제법세미나 (Seminar on Laws Regulating The Economic)

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국가적인 간섭으로서의 경제법을 독점규제법과 소비자 보호 관련 법

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An examination of legal problems relating to antitrust law and consumer

protection statutes.

02278 비교상법세미나 (Seminar on Comparative Study on Commercial Law)

우리나라의 상법과 외국의 상법에 관하여 비교법적인 입장에서 연구한다.

SA comparative study of our commercial law and foreign commercial law.

06955 금융법세미나 (Seminar on Financial Law)

금융 및 금융거래의 개념을 검토하고, 개별 금융법으로서 은행거래법, 자본시장법, 보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연구한다.

A study of the general theories and principal cases relating to financial Law.

06558 자본시장법세미나 (Seminar on Capital Market Law)

자본시장법 상의 법 규범에 대한 일반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A study of general theories relating to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of 2007.

06957 전자금융거래법세미나 (Seminar on Law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전자지급거래 기타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와 전자금융업의 허가․등록을 포함한 감독

법규를 연구한다.

A study of the legal problem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statutes

of financial supervision.

06959 소비자보호법세미나 (Seminar on Law of Consumer Protection)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규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의 법률문제와 장래의 과제를 연구한다.

An examination of the legal problems and future work relating to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nd other statutes for consumer protection.

<부동산법 과목>

03921 부동산학세미나 (Seminar on Principles of Real Estate)

부동산학 전반에 걸친 기초이론과 부동산학의 접근방법을 연구하며 각 과목 사이에 유기적인 연

결과 그 역할을 검토하는 기초과목이다.

A Primary Subject that researches on Fundamental Theory and Approach of Real

Estate, studies on Organic Connection and the Role.

03999 부동산정책론세미나 (Seminar on Real Estate Policy)

부동산 산업에 관한 정책 및 법제도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과 토론을 하며, 부동산시장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이론의 이해와 실무 적용능력 배양을 도모한다.

Theoretic Analysis and Discussion related to Policy and Legal System for Real

Estate Industry, Plan for understanding of Theory and Improvement of

Application Ability in Actual Business according to Change of Condition of Real

Estate Industry.

04000 부동산투자론세미나 (Seminar on Real Estate Investment)

부동산투자의 의의, 부동산투자계산 및 투자사례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특히 부동산투자계산

은 DCF분석, 부동산 포트폴리오와 부동산 옵션에 관한 것을 다룬다.

A Study on Meaning, Calculation, and Case of Investment in Real Estate.

Especially, Calculation of Investment in Real Estate deals with Analysis of DCF,

Real Estate Portfolio, and Option of Real Estate.

04001 부동산금융론세미나 (Seminar on Real Estate Finance)

민간부문의 부동산개발 및 투자와 관련한 금융분석의 기초이론과 주택금융의 제문제를 다룬다.

A Research Fundamental Theory of Financial Analysis and All Problems of

Housing Finance related to Real Estate Development and Investment of Private

Sector.

04002 주택산업론세미나 (Seminar on Housing Industry)

주택산업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고 주택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촉진, 고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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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경기부양 등의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A Research on element of the housing industry, a Study on the Effect of Housing

Investment on National Economy related to Promotion of Production, Employment

Induction, and Business Support from various angles.

04003 도시재개발론세미나 (Seminar on Urban Redevelopment)

도시재개발에 관한 이론과 기법을 익히고 불량지구 발생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 창출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We develop the New Urban Creation Abilities which are able to establish rational

Urban Redevelopment Project with master Theory and Technique for Urban

Redevelopment and also study Cause of Occurrence of Bad District scientifically.

04004 토지이용계획론세미나 (Seminar on Land Use Planning)

도시 및 지역 스케일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을 연구하며,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과정, 토지이용계획

의 기본적 내용, 토지이용설계안을 작성하기 위한 정보계획의 구축 등 주요 사항을 연구․검토

한다.

A Study on Major Consideration related to Land Use Planning of Urban and

Region Scale, Making Process of Land Use Planning, Basic Content of Land Use

Planning, and Construct of Intelligence Plan to fill in an Land Use Design Plan.

04007 부동산전자거래법세미나 (Seminar on Law of Electronic Transactions for Real Estate)

정보사회에 있어서 인터넷 등 정보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법규

를 연구하는 과목이다.

A Subject is the Study of Regulation according to Growth of Real Estate

Transaction by Information System related to Internet in Information Society.

04008 부동산공시법세미나 (Seminar on Law of Disclosure on Real Estate)

부동산 등기 절차․방법과 지적 행정․측량에 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초 지식 및 이론을

연구하고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의 관련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다.

A Study on Basic Knowledge and Theory maximizing Procedure and Method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ntelligent Administratio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for measurement, A Research on matter for relation with Register of

Real Estate and Cadastral Record.

04009 부동산세법세미나 (Seminar on Law of Real Estate Tax)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이론과 제도를 연구하며, 부동산관련 업무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A Study on Theory and system of Tax and increasing of Applying Capability to

Practices related to Real Estate.

06950 부동산공․경매법세미나 (Seminar on Law of Real Estate Public Sale and Auction)

부동산의 공매 및 경매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연구·분석한다.

A Study on Theory and System for Real Estate Taxation, Development of

inapplicable Ability Real Estate-related task.

06951 부동산공법세미나(Seminar on Public Law of Real Estate)

부동산의 이용활동을 규제 또는 촉진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행정법규를 연구한다. 특히, 토지이

용계획 법규(건축법 포함)를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공법적인 제한에 관련된 제도와 이론을 연

구한다.

A Study on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Land and Structure which regulate or

promote use activity of Real Estate. Especially, A Research on Theory and

System related to Regulation by Public Law Using Land Using Planning(included

Building Act).

06952 부동산특별법세미나(Seminar on Specific Law of Real Estate)

부동산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하여 일반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 등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바 경제적 약자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를 위하여 부동산취득의 투명성을 연구․분석 한다.

A Study on Transparency of Real Estate Acquisition for Protection of Economic

Weak and Real Estate Transaction according to Regulation from Special Law

related to insoluble parts for acquisition and use of Real Estate.

06953 부동산 감정평가․보상법 세미나(Seminar on Law of Real Estate Appraisal and 

Compensation)

부동산의 공매 및 경매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연구·분석한다.

A Study on various matters in case of Public Sale and Public Auction of Real

Estate.

06954 부동산법 판례연구 세미나(Seminar on Case on Law of Real Estate)

부동산의 취득과 이용 상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연

구․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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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atters in case of Real Estate Acquisition and Utilization Using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Constitutional Court.

04010 부동산사법세미나Ⅰ(Seminar Ⅰ on Privete Law of Real Estate)

부동산학의 법리구성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연구분야로서 부동산사법의 기본원리, 물권법, 담보

물권법 등을 연구한다.

With an Important Field of Research to understand Principle of Real Estate Law,

a Research on Basic Principle, Property Law of Real Estate, and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04011 부동산사법세미나Ⅱ(Seminar Ⅱ on Private Law of Real Estate)

부동산 관련 사법을 채권법과 민사특별법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A Study on Private Law related to Real Estate, especially centering around Law

of Obligation and Special Statutes of Civil Law.

04118 통일과 부동산제도 세미나 (Seminar on Unification and Estate)

현재 북한지역의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통일 후의 북한지역의 부동

산의 사유화 방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A Study on Privatization of Real Estate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appraised on Unapproved Private Property in North Korea.

08791 도시계획법세미나 (Seminar on Urban Planning Law)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지식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원론은 도시의 본질과 변천, 계획의 이론과

체계, 도시 조사․분석, 미래전망 등으로 구성되며, 각론은 인구, 토지이용, 교통, 환경계획 등

의 분야와 집행계획으로 이루어진다.

A Study of aiming to develop Knowledge for Urban Planning. Theory includes

Essence and Change of Urban, Theory and System of Plan, Investigation,

Analysis, Future Outlook, and Particulars include Population, Land Utilization.

Traffic, and Environmental Plan.

08792 국토·환경법세미나 (Seminar on Land & Environment Law)

국토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계획 후개발원칙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목

표로 연구․검토한다. 아울러 환경법 관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토지

이용은 국민의 기본권 행사와 현세대는 물론 후세대에 물려줄 지속가능한 이용․개발․보존을

연구․검토한다.



Country study on the Public Interest in Land Planning according to Development

Policy for a long time. Moreover, it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related to

Environment Law. Therefore, land utilization study Basic Right, Utilizatio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국제법 과목>

06469 국제경제법세미나 (Seminar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국제교류의 증진과 더불어 새로이 등장한 국제경제법의 의의와 내용, 그 발전상황을 연구대상으

로 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regulations regarding the behavior of 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irms operating in the international arena.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 a sub-discipline of international law

06470 WTO법세미나 (Seminar on Law of WTO)

보편경제기구인 WTO의 성립배경, 조직 그리고 제정책을 검토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regulations of trade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and

principles of the trading system.

06471 국제금융기구법세미나 (Seminar on Law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MF, IBRD 등 주요 국제금융관련기구의 조직과 정책을 검토한다.

This course deals with structure and policy of international financial organizations

such as IMF, IBRD.

06472 국제투자분쟁법세미나 

(Seminar on International Regulation Law on Foreign Investment Dispute)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의 분쟁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연구로서, FTA와

BIT의 성격 및 내용, 국제법을 포함하는 적용법규, 국제분쟁포럼들의 성격과 활동내용 등을,

ICSID를 포함한 국제분쟁해결사례들의 연구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This course contains study on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which

facilitates legal dispute resolution and conciliation between international

investors, and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an agreement establishing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private investment by nationals and companies of one

state in another state.

06473 유럽공동체법세미나 (Seminar on European Un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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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판소의 여러 가지 재판관할권에 관하여 고찰한다.

This course examines European Union law applied by the courts of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06474 국제법특수문제세미나 (Seminar on Special Topics in International Law)

기존 국제법과목에서 다루지 않은 특수문제를 선택하여 분석․검토한다.

This course reviews an up-close, in-depth, and detailed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s.

06475 국제책임세미나 (Seminar on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국제책임의 주체, 성립요건, 해체방법과 더불어 새로운 국제상황에 따른 책임이론 등을 연구한

다.

The law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ulfills essentially two functions; reparation

for injury and protection of the rule of law and global order.

06476 국제환경법세미나 (Seminar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각종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적 노력을 검토한다.

Environmental Law is a new but sine qua non topic in the legal field and this

course aim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legal aspects of law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06477 국제경제분쟁해결세미나 (Seminar on Settle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Disputes)

다국적회사들의 초국경활동에 대한 전통적인 국제분쟁의 해결이론들과 기관들에 관하여 검토한

다. WTO와 ICSID, 국제 중재 포럼들, 개별 국가들내에서의 국제경제 분쟁처리 등을 살펴본다.

This course reviews principles of the WTO/ICSID legal system and problem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기초법 과목>

02244 법철학원리세미나 (Seminar on Principles of Legal Philosophy)

법의 근본원리와 가치를 탐구하는 법철학의 근원을 찾아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살펴

본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study several main streams of thoughts on the

fundamental issues of law including the concept of law and justice.

02245 법사회학세미나 (Seminar on Sociology of Law)



법이란 사회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법과

사회의 관계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세미나를 통해 연구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이다.

This course seeks to increase students’ ability to analyze legal phenomena from a

socio-scientific perspective.

02246 서양법제사세미나 (Seminar on European Legal History)

오늘날의 법은 대부분 로마법에 근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로마법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제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서양에서 어떻게 발전, 변화되어 왔는가를 연

구한다.

This course focuses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Western law and post-Roman

legal studies.

02247 동양법제사세미나 (Seminar on Asian Legal History)

오늘날 서양의 법체계가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동양의 법체계도 나름대로 주요한

가치체계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동양의 법체계가 생성, 발전된 과정을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Students will study legal histories of the East Asian countries(Korea, China,

Japan) in this course.

02248 영미법원리세미나 (Seminar on Anglo-American Law)

대륙법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에 대비되는 영미법체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

다. 영미법체계에 흐르고 있는 근본원리를 찾아 이해하려고 하는 교과목이다.

This course will introduce students to Anglo-American law, which, together with

Continental law, is one of the two major streams of law in the world, It will

examine the historical origins, characteristics, and basic concepts of

Anglo-American law.

02249 법학방법론세미나 (Seminar on Methodology of Jurisprudence)

법학은 다른 학문과 달리 규범의 학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회학적연구 방법론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법학연구에 필수적인 연구방법론을 탐구하는 것이 이 교과목의 과제이다.

Legal methodologies as a tool for appreciating the legal phenomenon are to be

closely examined in this course.

6. 학과 소개
법학과는 지구촌 경쟁시장에 대처할 능력 있는 지도자와 지식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법률실무 전문가 교육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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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는 사법서비스, 학술서비스, 기업서비스 또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공·사 부문의 
차세대 지도자를 교육한다. 이를 위하여 법학과는 학생들에게 최고·양질의 법학교육 제
공을 시도한다. 세계 속의 급속한 변화는 법률직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유형의 
지식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법학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법학교육 제공을 
시도한다.

The Department of Law seeks to educate legal practitioners in order to produce 
capable leaders who will thrive in the global arena, and creative leaders who will 
lead a knowledge-based society.

The Department of Law trains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for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whether in the judiciary, academia, business, or public service. 
For this purpose,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the finest legal education to 
students. Rapid changes in our world demand new types of knowledge needed to 
practice law, and, according to this need, we try to provide legal education to 
adapt new environment.

교육목표

국가 및 지역사회와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a) 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b) 판례와 실무를 익힘으로써 법률서비스 능력을 배양하며, 
(c) 국제화와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함.

Academic Goals

Based on the training for legal professionals required by local regions, the nation, 
and human society, our academic goals are the following:
(a) to study legal theories through basic and major courses; 
(b) to increase capability relating to legal service by studying cases and practice; 
and 
(c) to meet the needs of globalization and an information age.



학과 연혁

1987년 11월 9일 법학과 석사학위과정 인가.
1999년 11월 2일 법학과 박사학위과정 인가.

History of Department

Authorization of master’s program: November 9, 1987.
Authorization of doctorate program: November 2, 1999.


